문화산업과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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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문화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주역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국가를 부러워하지만, 문화산업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
로, 압축성장한 것과 같이 단기적이고 쉽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닙니다.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
해서는 물적·인적인 자원만을 투입하는 형태로서는 불가능하
다는 뜻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과 정부의 협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문화산업은 지식산업의 특성을 그
대로 가지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와 관련되기에 도시를 토대
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감안하지 않은 문화산
업육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별
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서울을 다른 도시
와 같은 틀에 놓고서 설명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미 주요 문화콘텐츠는 서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접
도시 역시 다른 지방도시와 도시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문화관광부는 지방도시에 7군데

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정은 계속되고 있
습니다.
문화산업은 지역성을 띠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세계적인 문화산업
도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전략은 경
쟁력과 지역성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특성이 서로 다른 도시들에 따라 문화산업전략을 도
출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각 도시들의 문화산업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고 전
략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인 접근과 실증적인 분석, 선진 문화산
업의 분석,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논의되는 혁신과 클러스터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모형의 개
발, 클러스터연구를 문화산업에 적절히 적용한 점, 유럽과 북미의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차이점 발견, 서울 문화산업의 심층분석 및
사례분석, 도시에 맞게 문화산업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25여개
에 이르는 도시를 검토한 점, 도시간의 관계성 강조 등은 그 자체
로도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박진수 박
사가 본원의 문화산업 전문가 구문모 박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
원의 도시전문가 신창호 박사와 같이 기획 집필한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의 소심의위원으로 봉사한 본원의 장석인 박사, 지방행정
연구원 권오혁 박사, 문화관광부의 박위진 서기관의 노고에도 고
마움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문화산업 정책과 문화산업 연구에 의미있
는 연구가 되길 바라며,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과 문화산
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일
독을 권해 드립니다.

2001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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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서론

○ 연구목적
- 서울, 수도권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도시의 문화산업
적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클러스터 분석
을 적용하여 도시내, 도시간 전략 도출
○의의
- 최근의 문화산업과 도시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하
고, 새로운 모형을 도출
- 도시문화산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산업들을 분류하여 도시
의 문화산업적 특성 도출(서울, 수도권 도시, 첨단문화산
업단지 지정도시)
- 클러스터 이론의 문화산업에의 적용, 북미와 유럽의 문화
산업 클러스터의 차이점 발견과 세계적인 문화산업 클러
스터의 이론적·경험적인 비교
-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 집중지역인 서울 문화산업의 심층
분석과 서울의 멀티클러스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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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도출하고, 특히 도시간의 관
련성을 고려한 서울과 수도권, 지정도시와 여타 도시와의
링키지효과를 고려한 전략 도출
○ 방법론
- 문헌조사, 모형의 구성, 실증적인 연구, 설문조사 등
○ 연구범위
- 지역은 서울, 주요 서울인접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도시
- 산업은 문화산업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시문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산업도 포함하여 문화산업,
관련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관련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석

제Ⅱ장 이론적 논의
○ 지역, 혁신, 클러스터에 관한 논의에서는 산업지구론, 신산
업공간론, 혁신환경론, 혁신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고, 최근 동향을 논의함.
○ 혁신과 클러스터의 관계를 살펴보고, 클러스터 이론을 방법
론, 레벨,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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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장소와 어우러져 세계도시로의 생산과 유통이 집중
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도시가 문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와 문화산업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통해 문화
산업과 도시의 관계 설명
○ 문화산업 클러스터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부터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주요 구성요소를 사업환경과 제도적인 측면
에서 고찰.
○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유럽과 북미 사례
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음.
- 유럽 국가들은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초점을 문화산
업의 경제적 활용과 문화정체성과의 연계에 둔 반면, 북
미의 클러스터 정책은 시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
개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간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절에서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
였으며, 이는 포터 혁신역량모형의 산업적 혁신인프라를 지
역적 문화인프라로 바꾸는 시도를 하였고, 도시간, 산업별로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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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저가치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수
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임.
○ 도시별로 입지계수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6개), 주요 수도
권 도시(14개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도시(7개)의 문
화산업적 도시구조를 살펴본 결과, 서울은 문화산업에 매우
유리한 반면, 광주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에는 그다지 유리
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음.
- 수도권 도시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유리하였을 뿐 문화
산업, 사업서비스적 환경이 미비하였음. 다만 문화산업적
환경이 양호한 수도권 도시는 과천, 고양 정도였음.
○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도시의 경우에는 광주, 전주, 춘천,
청주, 경주 등에서 문화산업적 환경이 비교적 유리하게 전
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서울 문화산업의 심층분석 결과
- 서울의 전체산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문화산업은 증가추
세를 보여 서울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산업이 신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 문화산업을 가치사슬별로 나눌 때 제작, 배급, 이용단계
순으로 서울의 집중도가 높음. 특히 제작단계의 집중도가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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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은 서울의 문화산업 관련 혁신인프라, 관련산업,
기관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임.
- 구별 문화산업의 분포는 강남구(9.4%), 서초구(7.0%),
중구(6.0%), 영등포구(5.9%)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가치사슬단계를 기준으로 제작단계는 강남구(22.7%), 서
초(13.9%), 중구(10.8%)의 순으로 분포, 배급단계는 중
구(18.2%), 종로구(16.1%), 강남구(8.9%)의 순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이용단계는 모든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하
고 있음.

제Ⅳ장 멀티미디어 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분석
○ 제Ⅳ장은 국내 문화산업단지 형성이 주로 첨단문화산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미의 뉴미디어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도시 입지 성향, 연관 산업과의 관계, 사업적인 관행, 공공
정책 등의 관점에서 북미 클러스터를 비교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각 클러스터들이 대도시권, 특히 도심이나 그와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전통미디어뿐 아
니라, 연관산업 즉, 통신, 디자인, 컴퓨터 관련업과의 높은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타 제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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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공
공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뉴욕의 경우
는 예외적으로 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클러스터를 이
끌어 가는 특징을 보임.
○ 서울의 사례
- 문화산업 중 최근 디지털 문화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영상, 게임산업 업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적 특성을
콘텐츠의 개발단계, 산업화, 그리고 공간적인 입지 특성
으로 분석함.
- 콘텐츠 개발단계는 아이디어 구득, 창업, 기술개발, 산업
화 단계에서는 제작연계, 창구화, 관련조직과의 연계를
규명하고, 입지특성으로는 입지요인을 정리함.
- 서울 문화산업의 부가가치사슬 전단계의 기업과 관련기
업, 지원기관들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혁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강남, 서초구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제Ⅴ장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은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의 관련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업종보다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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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다는 인력 양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각 도시별로 각각 다른 전략구조가 필요함.
-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창조
성을 제고하여 문화예술의 허브도시가 될 뿐 아니라, 이
를 상업화하는 제반 노력이 필요함.
-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포터의 경쟁력 모형에
입각하여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 및 지원산업 그리고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되,
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사례들을 기술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의 전략이 수도권으로 파급되고, 첨단문화
산업단지로 지정된 도시들이 지역마다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을 다른 도시로 파급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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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Industy Promotion Strategies
for Korean Cities

This report aims to derive strategies for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nurturing of cultural industries within cities,
reflecting the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ose cities.
In Korea, all resources relating to cultural 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closer cities are to Seoul, the
easier it is to nurture cultural industries. In fact, most cities,
excepting Seoul, do not have cultural industries in a real sense.
These day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is helping selected
cities to establish cultural industry clusters.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s with cultural industries, cit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eoul, Seoul-adjacent cities,
and cities that have been chosen by the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industry clusters. Regarding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regional theory, innovation theory,
and cluster theory are applied in the analysis of cultural
industries. Especi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nds in the
cultural industry cluster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shown. The concept of existing linkages among several
industries being transformed into regional linkages for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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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as extended in Porter’
s model, is also presen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industries and
cities are empirically studied. By extending the scope of this
paper to cultural- related manufacturing and services, as well as
exploring cultural industries in and of themselves, the relations
between cultural industries and cities could be explored
efficiently. As it turned out, only Seoul is competitive in all
cultural-related industries, while almost all Seoul-adjacent cities
have strength only in cultural-related manufacturing. For their
part, the cities that will benefit from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clusters have comparatively good environments for
nurturing cultural industries.
To study competitive cultural industry clusters, the
multimedia clusters of Toronto, New York, San Francisco are
examined, followed by a case study of Seoul.
The paper concludes with promotion strategies for each of
the three types of cities. For Seoul, it has to compete with
world-class cities by enhancing its cultural and art offerings. In
contrast, the cities, in which cultural industrial clusters will be
established, need to implement appropriate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firms’ strategies and competitive
environments. And when authorities plan and implement policies
for Seoul and these cities, they must consider the linkage
effects to othe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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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1. 연구목적, 의의, 방법론
(1) 연구목적과
의의
문화의 장르가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 발전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지배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의 도시화 과정도
문화와 경제의 관계가 강화되는 형태를 띤다. 문화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장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공간적 집적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몇몇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나라 도시들의 문
화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도
시의 발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에서는 이미 문
화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 역시 다소의 문화산업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선정은 우리나라 도
시들의 문화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 첨단문화산업지정도시, 수도권의 도시들
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 문화산업 현황과 구조를 살펴
보고, 이들 도시들의 경쟁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클러스터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 도시간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은 어느 한 도시에서만 발전해서는 안된다. 문화는 경
쟁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주민이 골고루 혜택
을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함께 지역개발의 목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과 첨단문화산업지정도시들의
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은 도시문화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하
는 것이라면, 그외 도시의 문화산업 발전방향은 지역간 공평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의 지역과 혁신에 관한 연구, 특히 클러스터 연구에서는 경
쟁력 차원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이나, 첨단문화산업지정
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도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또다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링키지
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산업의 발전은 그 도시만의 발전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발전이 어떻
게 파급되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서울 인접도시의 현황과 관련되며, 지방 제반도시의 문화산업 발
전과도 깊은 관련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개별 도시마다의 문화산업의 구조를 서
울, 첨단문화산업지정도시, 수도권 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그
에 맞는 진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혁신에 대한 논
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 클러스터, 도시간 문화산업 클
러스터 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하이어라키(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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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뉴욕, 샌프란시코, 토론토 등 선진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서울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각
도시들의 문화산업적 진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문화산업과 도시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문화산업과 도시, 클러스터와 여
타 산업에 대한 논의는 매우 많으나, 클러스터분석으로 문화산업
을 논의한 것은 많지 않다1).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
구와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을 보였다. 또한 도시간의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독창
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터의 산업간 관계를 지역
간 또는 도시간 논의로 바꾼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론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지역과 혁신에 관한 연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는 메조(meso：미
시, 거시와 구분되는 중시) 형태의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다른 도시로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을 구상하였다. 이는 한 지역의 문화산업 또는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을 때 파급되는 틀을 혁신역량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링키지의 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문화산업을 산업별, 도시별로 서로 다른 결정요인, 도시간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레벨이 여타의 클
1) 본 연구 2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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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 연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의 클러스터 연구의 레
벨은 마이크로, 메조 혹은 마크로로 구분할 수 있고, 본 연구는 메
조이지만, 범위는 매크로(링키지를 포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
역간 연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증 연구 또는 우리나라 연구에서 기존연구를 보면, 우선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는 구문모외(1999)가 가치사슬의 입장에서 문화산
업을 보기 시작하였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권오혁(2000), 유승호
(1999)가 문화산업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문화산업의 관계는 거의 한 도
시내에서 문화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주
관으로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신창호의 연구(2000)는 서울
의 문화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도시의 문화
산업을 분석할 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된 도시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산업의 범위에서도
도시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도시만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도시간의 클러스터를 고려하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통계를 사용하기도 하고(3장 1절), 직접 계산
하기도 하고(3장 2절), 설문조사(3장 3절, 4장 2절)를 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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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 1 ) 지 역 적범위
연구범위는 다양하게 펼쳐진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영역에서 집중화되어 있는 서울과, 서
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또 최근에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정책적 지원도시의, 세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클러스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클러스터와 서울의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아직 서울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클러스터 분석은 다
른 도시 전략도출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의 집중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에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예상과 수도권과 서울과의 상호보완성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범위
에 포함하였다. 정책적 지원도시(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
천, 경주)는 현재 어느 정도의 문화산업적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2 ) 산 업 적범위

문화산업의 개념이 분석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업의 분
류도 분석목적, 입장, 정책적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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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는 문화 예술분야를 상품화한
모든 산업을 의미하지만 협의의 개념은 문화 예술을 상품의 소재
로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상품
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분류로부터 문화산업의 개념과 분류를
비교해 보자. 이 법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다음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된다.
-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문화적 요
소”
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을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
술품, 전통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영상소프트웨어 중 양방향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정보통신 관련 기술지원은 제
외한다)
2) 구문모 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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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이처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관광부의 10대 분류를
미술, 전통공예품, 공연, 문화재 관련산업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그
러나, SIC계정의 통계적 분류에 의하면, 디자인, 건축조경, 관련교
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의 분류는 산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체계와 밀
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기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국내외에서 간헐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 유네스코, 미국, 호주 등지의 연구와 국내의 연
구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영역이 서로 다르다.
문화산업진흥법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제반 기준과 비교하면
<표 Ⅰ-1>과 같다. 공통적으로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산업은 출판,
음반, 영화, 방송 정도이고, 국가들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분류에서 보다 하위계층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문화산업의 창작, 제작, 배급, 이용의 측면에서
산업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산업의 가치사슬적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다.3)
문화산업과 도시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는 문화산업의 분류에
충실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은 도시내에 매우 많은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
이다.4)

3) 이에 대해서는 구문모 외(1999)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3장 3절의 서울의 문화산업
을 분석하는 데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4) 셰필드 시청이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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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문화산업 분류의 비교

문화산업
기본법

문광부 SIC 8차 개정 유네스코
(10대분류) 특수목적 분류 분류(11개)

캐나다

호 주

출판

출판(신문) 출판, 인쇄

인쇄자료
및 문헌

문학

문학

음반

음반

음반

음악

음악

음악

미술품,
전통공예품

공예품

시각예술

공연

공연

공연예술

공연예술

공연예술,
음악과 공연
서비스

영화,
비디오

영화, 비디오
영화, 비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시각예술) 영화,
영화, 비디오 비디오

방송
광고

방송
광고

TV, 라디오 TV, 라디오

게임,
멀티미디어 게임
콘텐츠
문화재
관련산업

캐릭터

방송
광고, 사진

텔레비전

게임
문화관련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유산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물

관련 교육
서비스업
건축조경설
계
전문디자인

지역문화활
동, 교육, 축
제와 문화행
정, 체육, 오
락, 건강, 자
연환경

시각예술
(디자인, 건
축설계 포함
지역문화활
동, 교육, 축
제와 예술행
정, 스포츠,
오락, 동식
물원

광고
사회문화활
동 체육활
동, 자연환
경문화의
일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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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맨체스터시의 문화산업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범위를 보
다 넓게 분류하고, 이 연구의 분류 토대가 된 Pratt의 연구에 의하
면, 그 범위를 관광, 스포츠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는 문화산업의
초기생산, 인프라, 재생산, 유통, 관광, 스포츠로 문화산업간의 하
이라키적인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Pratt, 1997)5).
본 본고서에는 문화산업과 도시개발을 동시에 보아야 하므로,
<표 Ⅰ-2>

문화산업의 계층구조(Pratt)

초기생산
광고
필름 생산, 유통, 전시
라디오 TV서비스, 극장, 콘서트 홀
작가, 작곡자, 예술가

소비권리의 교환
책과 문구류의 유통
나이트 클럽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인프라
프린팅 잉크
사진물질과 화합물
인쇄 관련 기계류
라디오 등 전자 자본재
소비재를 위한 부품
전자소비재, 설비
사진, 영화 설비
음악 설비
사진 관련 실험실

기타 소비와 관광
음식점
식료품점
공개 장소
호텔
기타 관광객이 머무르는 장소
관광 장소

생 산
축음기, 테이프
신문, 인쇄 출판
잡지의 인쇄 출판
책의 인쇄 출판
기타 인쇄출판

스포츠
스포츠 서비스

자료：Pratt(1997).
5) 그는 문화산업의 개념과 달리 문화산업부문(cultural industries sector)이라는 개념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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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문화산업의 도시산업적 환경

교육, 기술

인구, 소득

문화관련
제조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사업
서비스업

유통, 물류, 교통

음식, 숙박

문화산업 그 자체뿐 아니라, 문화산업 관련산업, 문화산업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산업은 문화예
술이 사업서비스업·제조업과 어우러져 대중화·상업화되는 것이
지만, 이를 둘러싸고 도시 전반에 걸친 많은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통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표 Ⅰ-3>과 같이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중·소분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표준산업분류
통계가 산업의 형태를 완전히 알려 주지 못한다. 특히 문화와 관
련된 통계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의 경
우 하이패션 상품도 포함되지만 싸고 표준화된 상품도 포함된다.
또한 레코딩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산업, 관광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계를 통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보다는 도시별 문화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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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문화산업

문화산업과 관련산업의 범위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5 광고업
746 전문디자인업
749 기타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87)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71 영화산업
872 방송업
873 공연산업
(88)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81 뉴스제공업
882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업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889 기타오락관련산업
221 출판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223 기록매체복제업

문화관련제조업

181
182
191
192
193
361
262
30
31
32
369

봉제의복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제조업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조업
신발제조업
가구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72
721
722
73
74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리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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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업

<표 Ⅰ-4>
목차와 구성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511 상품중개업
514 가정용품도매업
518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2)소매업; 자동차제외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5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소매업
526 기타상품전문소매업
528 무점포소매업
551 숙박업
552 음식점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642 전기통신업
66 금융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80 교육서비스업
803 고등교육기관
809 기타교육기관

본 연구의 통계작성 방법
목

적

발행처
통계청(5단위)

통계작성방법
통계청분류에 따른
통계조사

3.1.1 전체구조

구조분석

3.1.2 수도권 집중

제조업, 도소매업,
문화관광부
서비스업 구조파악

재작성

3.2 도시비교

문화산업, 관련제조
업, 사업서비스, 관
통계청(3단위)
련서비스업의 개괄
적 분포

분류지정 및 통계
처리

3.3 서울의 구조

서울문화산업의 심 서울시정개발연
update
층분석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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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한다.
분류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문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기준을 활용해서라도
가능한 한 자세한 통계기준이나, 통계결과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는 분석목적에 따라 <표Ⅰ-4>와 같이 다르다.
위와 같이 통계분류가 분석하는 경우마다 다른 것은 SIC분류가
문화산업과 적절히 매칭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분류로
의 분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각 분석마다의 용도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제반
통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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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흐름도

<그림 Ⅰ-2>

연구 흐름도

이론 모형의 구축
클러스터분석

문화산업
클러스터

도시와
문화산업

도시간
클러스터 모형

지역과 혁신에
관한 논의

현

황

분

석
전국 구조

- 영세성
- 수도권 집중
- 정책적 지원
대표도시

도시간 비교

사

례

분

서울의
구조분석

- 서울, 광역시
- 수도권
- 정책지원 도시

석
- 선진도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 서울 문화산업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전

략
- 서울: 문화예술의 창조성 제고, 세계도시와의 경쟁
- 정책적 지원도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
- 수도권, 위성도시: 링키지 제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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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

1. 지역, 혁신, 클러스터에 관한 제논의
( 1 ) 지 역 과혁신에 관한 논의6 )
공간이 기술발전과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의 지역
경제이론에서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었다. 즉 공간적 환경의 특성이 기업의 출현, 행동, 성과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과 환경이란 기업의 행동의 결과
로 형성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Vaessen, 1993). 이를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기업이나, 환경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논의
가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이러한 논의는 혁신과 지역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
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비용, 뿌리내림(embedding), 클러스터, 네
트워크 등의 개념이 도입되고 점차 본격화되었다. 이 논의는 신산
업공간론, 산업지구론, 혁신환경론, 지역혁신체제론 등으로 나누어
진다(Oerlemans, 1999).

6) 이 논의는 Oerlemans 등(1999)의 논의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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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공간론(New Industrial Space)
이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기업
의 수직적 분화(vertical disintegration)와 생산 공간간의 관계를 중
요시하고, 분리·분화된 네트워크 경제가 경제의 집적화를 야기시
킨다고 본다(Scott & Storper, 1992). 또한 집적화는 공간적 생산시
스템을 더욱 분리·분화시키고 노동분업을 가속화시키며, 혁신과
정을 통해 지식이 어느 지역에 집중한 노동자에게 체화되고, 그
지식이 지역내에 확산된다고 보는 입장에 선다. 이 이론은 행위자
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부족하고, 조직원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산업지구론(Industrial District)
이 이론은 알프레드 마샬의 내부경제, 외부경제의 개념에서 시
작되었다. 내부경제가 기업 내부효율성이라면, 외부경제는 기업의
입지에 따라 야기되는 수익과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시장뿐 아니라 기업들을 둘러싼 분위기, 즉 지식에 대한 상호신뢰
와 같은 질적인 측면을 중시한다(Lambooy, Wever & Atzema,
1997). 다시 말하면, 행위자간에 사회적 유대, 네트워크, 경제적 협
동, 상호의존, 신뢰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에 의
하면, 실제로 인용되는 몇몇의 성공사례가 일반적인 것이라기 보
다는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혁신환경론(Innovation Mileau)
GREMI(Groupe de Recherche Europeen sur les Millieux
Innovateurs)가 지역내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번영을 통한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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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한 논의를 개발하기 위해 혁신환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다. 이들의 입장은 지역내 경제적인 동력은 첨단산업의 번성과 산
업활동의 집중에 의해 야기되며, 외부적인 조건이 기업의 출현이
나, 혁신의 채택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기업의 탄생
은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며, 혁신환경은 혁신기업을 낳는 토대가
된다. 지역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은 기술적인 노하우
에의 접근, 지역적 링키지와 투입요소의 이용가능성, 시장의 근접
성, 양질 노동자의 존재 등을 꼽고 있으며,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
로, 기업보다는 기업가와 혁신가를 중시한다.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 이론은 경제가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개별적인 혁신성과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직들과 공공기관이 상호작용함
으로써 지식이 생산되고 분배된다는 입장에 선다. 혁신적인 기업
가는 공유되고 제도화된 맥락에서 공유된 지식인프라에 의존하고,
기여하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인프라를 통해 지식이 창출·배
분·활용되어 혁신과 경제적 가치를 얻는다. 지역혁신체제론에는
여러 시스템이 존재하며, 특별한 부문이나, 기술에 따라, 또는 지역
적 근접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지역적 혁신시스템내에
서 상호학습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제논의들은 지리적인 환경이 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다
른 입장에 서있다. 네 개 이론 모두 경제 활동주체들의 지역적 네
트워크가 혁신의 촉진 주체라고 본다. 또한 네트워크 내의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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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신을 자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성격은 이론
마다 다르다. 신산업공간이론에서는 네트워크내에 행위자간의 국
<표 Ⅱ-1>
주제
행위자의
개념

지역과 혁신에 관한 제 이론들의 주제별 비교
신산업공간
수동적

산업지구이론

혁신환경론

혁신시스템

독립적이고 유연

슘페터적인
기업가

학습조직

국지적이고 확 사회적 관련성을 경제적인 과정
공간환경
제도의 거시적
산적인 생산시 강화시키는 다른 을 촉진시키는
의 개념
중시적 시스템
스템
행위자로 구성 자원으로 구성
국지적 지식은
혁신과 비이동적: 다른
환경의 행위자와의 교
관 계 환관계가 혁신
의 자원

조직간의 수직
공간집중 적 통합과 거래
메커니즘 의 특성이 공간
의 집중 창출

행위자의 사회
적 연계와 네트
워크를 통해 정
보, 지식, 표준이
유통되고, 분배

혁신과 기술의
성격에 따라 환
경은 자원을 공
급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지원

제도, 근접성, 자
원의 다양성이
지역내의 제한적
인 의사소통, 학
습, 혁신을 자극

산업지구는 생
산조직이 국제
적으로 경쟁하
는 하나의 방식

혁신환경은 어
떤 지역이 집합
적인 학습과정
을 잘 조직하고,
정보비용을 줄
이는 능력

공간적 근접성은
기술변화의 특성
의 결과로 학습
자극, 중시제도
적 시스템은 새
로운 형태의 생
산적용을 출현

성공사례와 첨
단기술에 대해
행위자의 경제 로컬과 글로벌
지역레벨에서의
너무 강조: 다
비 판 적 행동의 개념 지역의 관계가
이론 개발이 불
른 행위자와 시
이 불충분
너무 조화롭다.
충분
스템의 차이가
불명확
거래되지 않는
새로운 상호의존성, 관 다른 형태의 산 제도적인 요인 지역과 부문에
발전 습에 대한 새로 업지구론 연구 에 대한 강조
대한 적용
운 강조
자료：Oerleman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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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경제 거래의 특성이 중요한 반면, 산업지구이론에서는 로
컬 네트워크에 있는 행위자간의 사회적 결속력이 의사소통의 채
널이 된다고 본다. 혁신환경론과 지역혁신시스템에서는 공간적 근
접성이 학습과정과 의사소통을 자극한다고 본다.(<표 Ⅱ-1> 참조)
최근 이들 이론들의 변화경향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는데, 첫
째, 1980년 이전에는 지역간에 불균등한 발전에 초점이 놓여졌다
면, 1980년 이후에는 점차 국제화되는 경제에서 특정지역의 경제
적 성과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둘째, 지역경제의 산업지도에
대한 관심이다. 일반적인 경제과정과 혁신을 자극하고 제한하는
경제적·사회적 관계 패턴(네트워크, 조직간 관계)에 더욱 초점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암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클러스터
이론
1) 혁신과 클러스터
혁신이란 경제성장의 중요한 촉진자이다. OECD 성장 프로젝트
(Growth Project)는 혁신의 경제성과에 대해 영향이 증대하고 있
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Guinet, 2001).
- 기업 R&D 및 기타 혁신 관련 투자의 증대: 1980년과 1990년
대에 R&D의 대 GDP 비율이 높은 OECD국가들의 생산성 큰
폭 상승
- R&D수행자의 기반이 점차 다양해짐: 소기업, 서비스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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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 과학과 산업의 링키지 개선: 과학집약적인 산업뿐 아니라 모
든 산업에서 과학이 혁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침.
-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혁신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개
선: 과학과 기술간 링키지, 수직적·수평적 링키지
- 소규모 기업 혁신에 대한 체계적 정부지원(미국제외)
이와 아울러 지난 10년간 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새
로운 기회가 출현하였는데, 그것은,
- ICT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지식의 코드화, 확산비용의 감소를
야기시켜 연구자와 연구조직간의 협조를 용이하게 함.
- 벤처캐피털의 개발과 전문화된 주식시장과 관련서비스가 민
간 금융시스템으로 하여금 혁신에 투자하는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를 더욱 용이하게 함.
- 대기업의 법인 지배와 혁신전략의 변화는 R&D와 노하우의
외부적 거래를 촉진시켜 지식의 시장·비시장적 거래를 자극
- 정부의 목적이 변화함으로써 과학 기술자원이 더 큰 기회의
부문으로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식기반
사회에서 혁신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혁
신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클
러스터라고 볼 있으며, 클러스터에 기초한 혁신정책은 새로운 개
념의 정책이다(Guinet, 2001). 혁신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이론적
인 진전이 있었으며, 이것에는 ① 신성장이론(신기술과 인적자본
에의 투자에 기초하여 지식축적의 수확체증효과 강조)의 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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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화 및 산업경제론(경로의존적이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
고, 시장과 비시장조직간의 관계, 사회규범, 규제 등을 강조) ③ 제
도경제학(기업과 정부내 제도, 절차, 협동 등 조직혁신의 중요성
강조) ④ 혁신의 사회학(거래비용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 신뢰의
중요성 강조) 등의 논의가 발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클러스터 논의를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포터에 의하면, 클러
스터는 상호연관된 회사, 특수한 원료의 공급기업, 서비스 제공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관련 기관(대학, 표준 설정기관, 협
회)들이 모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지리적인 집중을 의미한다
(Porter, 1998). OECD에서는, 클러스터란 같은 생산체인 내의 여러
기업들이 강하게 링크되는 것을 의미하고, 대학, 연구기관, 지식집
약적 비즈니스 서비스, 브로커, 컨설턴트 등 관련서비스, 소비자 등
과의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한다(OECD, 1999).
최근에 OECD는 성장의 엔진을 찾기 위해 혁신클러스터라는 개
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OECD에서는 국가혁신프로젝트의 6개 포커
스(혁신 기업, 혁신기업 네트워크, 혁신클러스터, 인력 유동성, 조
직도 작성, 추격 국가) 중에 하나로,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클
러스터가 혁신수행과 지식이전 메커니즘에 있어 어떤 점에서 어떻
게 다른가? 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클러스터 접근으로부터 어떤 정
책방안이 도출된 것인가? 등이다(이정협, 2001).
2)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분석의 방법론이란 동일한 최종제품이나 동일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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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속하여 합작 R&D, 공동의 마케팅, 구매 등을 하는, 단순한
수평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부문을 초월한 관련성 분석을 의미
한다. 즉, 가치체인 속에서 특정한 관련성과 지식이 녹아 있는 상
이하고 보완적인 기업들간의 수직·수평의 네트워크를 다룬다. 일
반적인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의 차이는 <표 Ⅱ-2>와 같다.
클러스터 분석 또는 정책을 둘러싼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OECD의 클러스터 기반 정책 포커
스 그룹에 의해 채택된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7)
- 클러스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혁신은 혼자서는 불가
능하며, 생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
다. 따라서 대부분의 혁신적 활동은 다수의 행위자를 내포하
고, 여러 행위자의 보완적이고 특별한 능력과 지식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표 Ⅱ-2>

일반적인 산업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

일반적인 분석
유사한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보완적이고, 상이한 네트워크를 가진 전략그룹

직, 간접의 경쟁자

공통의 기술, 정보, 투입물, 소비자 유통구조를
가진 상호관련된 산업을 통합

라이벌과 협동하기 꺼림

공통의 수요와 제약을 가진 기업이면 누구와
도 협력

정부와의 대화는 주로 보조금, 생산성증대와 경쟁촉진
보호, 라이벌 제한을 요구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한 포럼
현재의 과정에서 다양성 추구 시너지와 새로운 조합 추구
자료：Porter(1997).

7) OECD Focus Group on Cluster Analysis & Cluster Bas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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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이한 기업과 지식조직이 함께 할 때 야기되는 시너지
효과와 기업이 환경에 대처할 필요성은 공동의 혁신활동과
클러스터 형성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클러스터 논의의 공통적 이론 조류는 상호작용에 기초한 혁
신이론과 혁신시스템적 접근방식이며, 이 이론에서는 혁신을
지식 교환, 상호작용 학습과정, 다수 주체간 생산과정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 중요한 혁신시스템은 보완적이고, 상이한 지식과 능력을 새롭
게 조합하였을 때 가능하며,
- 네트워크와 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른 혁신 스타일이 요구된다.
- 클러스터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형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간섭의 정책에서 벗
어나, 간접적으로 네트워킹 과정을 촉진시키는 메커니즘과 인
센티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한다.
결국 혁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호의존적인 기업들의 네
트워크와 비즈니스와 지식인프라(대학, 연구기관)간의 링키지에
중요한 강조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링키지는 거래 링키지, 혁신
링키지, 지식흐름의 링키지 및 공통의 지식기반 혹은 공통의 요소
조건 등으로 구분되며, 링키지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다.
- 마이크로: 코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혁신 프로젝트의 전체 체인의
링크의 검토, 전략적 파트너를 구명하는 데 사용하며, 이 경우
클러스터 분석은 기업의 행동 및 전략적 사업개발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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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분석 수준에 따른 연구 초점 비교

분석레벨

국가(마크로)

부문 또는
산업(메조)

기업(마이크로)

클러스터 개념

분석의 초점

경제와 지역경제의 전문화
패턴
경제전체의 산업 그룹 링키지
매가 클러스터의 생산물과 과
정의 혁신과 제고의 필요성
유사한 최종제품의 생산체인
SWOT와 벤치마킹 분석
상의 다른 단계에 있는 산업
혁신의 필요성 분석
간, 산업내 링키지
전략적 사업 개발
코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체인 분석, 체인 경영
전문공급자
공통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자료：Roelandt(2000).

- 메조: 클러스터 개념과 분석방법이 다양한 초점을 가지고 있
으며, 벨류체인상 상호관련된 부문간의 전형적인 SWOT나 벤
치마킹 분석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포터연구는 메조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마크로: 국가나 지역내 특화지도를 그리는 등 산업그룹간의
링키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레벨의 분석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OECD(1998)에
서는 혁신시스템간의 상호관련성을 시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측면
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혁신과정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여
러 가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기업이 단독으로 혁신하기도
하고, 라이센스, R&D 등을 기술 시장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기업
간 신뢰와 비공식적인 지식의 흐름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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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확장된 네트워크는 시장 지향적인 기업뿐 아니라 비
시장적인 협회, 정치적인 실체, 과학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한 기
업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의 레벨에서 다양한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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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혁신시스템 내의 상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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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풍토
규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규제적
프레임워크
프레임웍

시장에
시장에 기초한
기초한
링키지
링키지
(예,
(예, 체화된
체화된
R
R&
&D흐름)
D흐름)

경쟁

시
자료：OEC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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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3) 클러스터와 정책
클러스터의 확립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
의 기능은 축소된다. 그러면 클러스터 분석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
할은 어떤 것인가?(Guinet, 2001)
첫째, 시장의 동학적인 기능을 촉진시키고 시장 행위자간의 협
동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으로 경쟁정책,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규제정책 등이 이에 포함
된다.
둘째, R&D의 외생성 또는 지식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과 R&D인프라를 촉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환경, 전자 고속도
로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육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R&D의 사회적 할인율이 사적 할인율보다 높다면 정부가
촉진하고, 그 반대라면 제한한다.
셋째, 혁신과 산업조직에서 정부가 시장의 한 주체로서 행동하
는 것으로 공공건설, 교통, 공해, 의료정책 등과 관련성이 높다. 정
부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주체가 된다.
넷째, 혁신시스템의 체계적인 불안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체계적인 불안정이란, 정보 및 조직 실패, 외생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전략적 정보의 부족, 여러 행위자간 대화와 협동
의 부족 또는 환경 및 지식외생성 요인 등에 기인한다.
포터는 1990년에 정부부문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을 구성하였으
나, 1998년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는 <표 Ⅱ-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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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경쟁력 결정요인에 따른 주체별 역할
민

요소조건
-

37

간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학의 연구노력 확립
정보수집
전문적인 교통통신

- 규제기준 확립
수요조건 - 제품 테스트, 인증 평가 지원
- 고급 소비자로서 행동

정

부

- 전문 직업, 기술, 대학 커리큘
럼 공동 개발
- 전문대학 연구센터 지원
- 협회 통한 정보수집
- 인프라 공급자와 밀접한 관련
- 경영자를 위한 규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경영 이슈에 대
한 다양한 코스 개발
- 규제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정부와 관련성 제고
- 지역의 테스트와 표준에 대한
기관 설립

- 클러스터 참여자 포럼지원
- 클러스터에 기반을 둔 협회 설
관련/ - 다른 지역 공급자 유치노력
립
지원산업 - 클러스터 지향의 산업무역지역, - 지역내 공급자 형성, 공급자에
산업파크 등 설립
의한 투자 활성화
- 박람회 등의 공동 마케팅
- 클러스터 관련한 정부부처 조직 - 정부와 수출촉진을 위한 공동
기업전략 - 외국자본 유치
의 노력
- 수출촉진 노력
- 클러스터 참여자를 위한 디렉
토리 작성
자료：Porter(1998)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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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와 도시에 관한 논의
(1)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8 )
현대의 도시화과정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문화와 경제 사이에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도시는 예술, 아이디어, 스
타일, 생활양식 등의 형태로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는 도시의 혁신
을 야기시켜 성장을 가능케 한다.
시장에서도 상품의 문화적 형태와 의미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다. 즉, 문화의 장르가 상품화되고 문화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
는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인종 문제, 여성주의(feminism), 펑크
패션, 동성애 라이프스타일 등이 소비재의 디자인에 통합되고 있
다. 랩뮤직과 갱스터 의류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즉, 문화상품은 실체, 모습, 부
문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하며, 문화적 요인이 상품으로 이입되
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산업이 발생한다. 문화가 전통적인 최종제
품으로 들어가는 의류, 가구, 보석 등의 산업도 있고, 개인적인 거
래나 정보의 생산 또는 이동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나타
나는 관광서비스, 영화 상영, 광고와 같은 산업도 있으며, 혼합적
인 형태로 나타나는 음악 레코딩, 도서출판, 필름 생산 등의 산업
도 있다.
또한 문화상품은 개인적인 장식, 사회적 과시, 엔터테인먼트나

8) 이 내용은 Scott(2000) pp. 2~1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9) Peter Hall(1998)은 경제와 도시와의 관계를 방대한 자료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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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정보와 자의식 등 소비자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를 나타
내는 가공품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편리성을 추구하
는 상품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부엌 제품, 사치성 자동
차, 도심의 오피스 빌딩 등이 상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상품의 생산은 장소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이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등 미국의 제조업 밸트
를 형성할 때도 나름의 문화, 경제, 장소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포
드주의는 제품의 표준화와 대량소비시장의 개발을 통해 규모의 경
제를 누려왔다. 포드주의에 의한 생산에서 문화적 요인은 제조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이었다.
1930년에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에서도 디트로이
트 자동차산업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서서
히 몇몇의 소비제품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인 형태의 차별적 성격
의 제품이 등장하였다. 현재에는 공예, 패션 등에서 나타난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성격의 제품이 디자인, 정보 등의 중요성에 따라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문화상품의 미적 측면,
기호적인 성격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업이 차별화에 입각한 경쟁전
략을 펼쳐나가고,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 수요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이 점차 유연적 생산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포드주의적 장소와 문화경제적인 요인은 역사, 집적화,
지역특성화에 따라 정체성을 나타내고, 명시적, 묵시적 상품화가
극대화될 때 장소독점력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은 다른 문화부문과 결속되어 스타일, 감지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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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어지는 산업 공동체를 이룬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집적
화된 거래, 노동시장의 공통성, 디자인 문화, 도시적 의미에서의 이
미지 등에 기인한다.
문화상품의 생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Scott, 2000:
pp. 11~12).
첫째, 문화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과 노동 과정은 상당한
량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종종 컴퓨터기술이 높은 노동력에서 이
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다.
둘째, 특수한 투입물과 서비스에 대해 서로 관련성이 높은 중소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로 조직되고,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규
모 기업 또는 통합기업이 존재한다.
셋째, 서로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수요와 노동
공급이 한 곳에 모이는 생산 컴플렉스가 구성된다.
넷째, 문화상품은 항상 높은 외부경제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상
호 학습, 문화적 시너지, 창의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창의성이란
개별 노동자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내 많은 다양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다섯째, 집적화는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
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련 생산자간의 신뢰와 협조를 촉진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제도적 인프라의 출현을 촉진시켜 효과적인 전략
을 위한 계획을 보장한다.
이 다섯 요인들은 지역의 문화경제시스템의 집적화를 강화시킴
에 따라, 각 기업들은 개별적인 능력에 무관하게 공통의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개발 정책은 기술연구서비스의 공급,
노동력의 훈련, 산업네트워크의 사회적(governance), 협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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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제틱(synergetic)한 지역개발에 대한 제도 구축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문화상품의 유통은 국제화를 크게 촉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도시의 문화경제는 생산뿐 아니라, 거래의 글로벌 네트워크
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들의 성공은 가치축적의 외생성과 혁신적
에너지뿐 아니라 그들의 생산물을 국내·국제시장에 배분하고, 다
양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통업자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유통은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내 에이전트,
계약자, 딜러, 대표, 직장인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진
기업은 지역내에 있는 생산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소비자 사이에
있는 정보 격차를 채워주고 생산과 금융의 역할도 한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나, 실제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와 하청업자에 의해 이
루어진다.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의 예에서 볼 수 있으며, 베
네통, IKEA 등도 비슷한 예이다.
도시 문화경제의 복잡한 조직체인 다국적 기업, 특히 대규모 미
디어 그룹들은 다른 문화상품시장에서 영업하기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생산 공장, 인수합병 기회,
아울렛 등을 찾고 있으며, 신제품의 조달 및 상업화를 가속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의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들은 조
직들을 중재하고, 제품을 전세계에 확산시켜서 집적화된 경제에
자금이 돌게 한다. Time-Warner, Turner Broadcasting, Viacom,
Walt Disney 등과 유럽, 일본에 본사가 있는 Bertelsmann, Philips,
Thorn-EMI, 마쓰시다, 소니 등이 이러한 활동을 보이는 좋은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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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1) 문화산업의 집적화

최근의 경제흐름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공간이 중
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으나,10) 지식산업에서 암묵지(暗默知)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 대인간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공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예로 실리콘 밸리 등의 지역에서 첨단지
식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를 개발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첨
단지식단지의 개발을 위한 클러스터화, 단지화를 위한 벤치마킹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문화와 장소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이의가 없었으나, 통신·방송의 발달 등으로 인해 문화는 더
이상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문
화산업의 보급에 대해서는 장소의 중요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으
나, 문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더욱 집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전세계적인 문화적 동질성보다 지역별로의 차별성이 중요
해지는 데 기인하며, 최근 세계도시(뉴욕, 로스엔젤스, 파리 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0)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탈도시화, 탈인구화, 고용의 탈중앙화, 새로운 상업기술의
출현 등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단순기술노동,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동력만 존재하고, 도
시공간의 의미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국제적인 이민의 증가로 경계가 없는 정
보 흐름, 공간 없는 네트워크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전자적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
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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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도시의 공동체성를 나타내기 때
문이기도 하다. 문화는 도시내 경제활동의 모습을 형성하고, 경제
활동은 다시 도시에서 문화 창출, 혁신 역량 창출의 동적 요인이
된다. 이 논의는 문화산업 부문뿐 아니라 비문화부문에서도 적용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
과 최종제품의 질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
화, 장소, 경제는 서로 공통적인 요인을 가진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는 이 동질성이 각 도시의 문화경제를 설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
다. 각 도시의 특정한 문화 정체성과 경제적인 질서가 더욱 강하
게 밀착되어 있을수록 장소의 독점력은 더욱 강해진다.
문화산업은 프로젝트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으로 아웃소싱이 많
이 이루어지는 거래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적
으로 모여 있다. 즉, 거래 당사자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 않으
면, 필요할 때 거래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치체인들이 서로 융합
화되어 있어서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지고 집적화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모여 있는 특성이 있
는데, 초기의 문화산업은 가족관계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모여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11) 또한 문화산업은 근로자 사이에 보안과 신
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를 분실하거나,
신뢰감이 없을 때 근접해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
11) Scott(2000)는 방콕의 보석산업 같은 문화산업에서 가족노동자들끼리 모여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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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의 발달 이후 문화산업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IT관련기술을 갖추
고 있을 경우 다른 문화산업으로 이전하기 쉽고, 노동자를 고용해
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집적화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는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인력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문화산업이
도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화산업이 필요로 하
는 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아이디어, 팬터지, 경험뿐
아니라 집단의 관계, 다양성, 불일치, 불평등, 도시의 익명성, 자유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기업가들은 그들의
상상력, 자본, 네트워크 등을 투자하여 문화산업에 모험적으로 뛰
어드는 것이다.
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이처럼 문화산업이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필수적
인 한편, 문화산업도 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산업은
도시의 문화를 풍요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공간적 필요
성 충족, 도시정책의 형성, 도시의 국제화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공간 자체의 변화는 핵가족화, 여성취업수요 확대, 노령인
구의 문화적 욕구증대, 정보화 등으로 도시공간을 단순주거공간에
서 문화, 복지, 환경을 포괄하는 다기능 충족공간으로 변화시킨
다.12) 도시공간은 고급 거주지역, 대규모 쇼핑센터, 엘리트 문화체육
12) 김현식(1999),「21세기 도시: 전망과 과제 연구」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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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이 번창한 반면, 하층계층의 빈민가와 저임금 비공식 부문
관련시설이 확대된다는 이중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도시
민의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환경, 주거권 등을 둘러싼
도시정치적인 이슈를 감안하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최근 도시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해 생산요소와 기업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국가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도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개별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짐과 아울러, 도시정책에서도 기업가주
의적 운영방식이 확대되었다. 특히 도시의 정체성, 고유성, 차별성
이 강조되기 때문에 도시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산업이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로서 도시재건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도시문화기반 구축전략(영국, 브리스톨), 도시
이미지 홍보 및 판촉전략(미국, 피츠버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시란 글로벌과 로컬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컬
문화산업이 도시의 문화부문의 도전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반응하
는가에 따라 도시의 국제화를 진작시킬 수 있다.13) 문화산업은 글
로벌하면서, 로컬한 특징을 지닌다. 즉, 생산, 유통이 글로벌하게
되어 신호, 이미지, 아이디어가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한편, 네트워
크, 클러스터, 인프라, 의견교환 등은 로컬하게 유통된다.14)
문화산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도시에 동일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그 도시의 문화산업의 집적적 성격이 모든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선, 도시의 경로의존적 성격에

13) Tom Flemming(1999), 전게서.
14) Tom Flemmin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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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 도시의 기존여건에
무관하게, 형성되기도 유지되기도 어렵다. 같은 캘리포니아주내에
서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디지털 걸치(Digtal Gulch)의 경우
에는 영화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영화관련 문화집적
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실리콘 밸리 주위에 있는 멀티미디어 걸치
는 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반면, 파리의
경우에는 관광과 문화유적 등을 활용한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15)
또한 문화산업을 통한 도시개발전략은 문화산업을 통한 소득획
득형태에 따라서도 다르다. 지역 외부인을 겨냥한 문화산업이 있
을 수 있고, 지역내부인의 지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지역내에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산업적
토대가 없다면, 지역민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내 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개발을 꾀하는 경우
도 있다. 도시의 상징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사를 하
는 것은 그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부 기업의 투자
를 증대할 수 있는 또다른 도시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산업은 도시 자체의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London과 같은 세계도시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문화유산 등이 매우 많이 존
재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전개하는 반면,
Manchester, Sheffield, Leeds 등과 같은 도시는 서로 경쟁과 협력의

15) Scott(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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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펼치고 있다.16) 스스로 문화산업이 발달된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뉴욕의 실리콘 앨리, 셰필드 등의 지역도 그 지역의 특성
에 맞추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리
콘 앨리는 뉴욕 맨해턴의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역의 이점을,
셰필드는 지역내의 축구, 음악에 대한 명성과 관련하여 관련 문화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 1 ) 문 화 산 업클 러 스 터 의대표적 연구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을 설명하는 모형으
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셰필드시의 Cultural Industries Quarter:
Strategic Vision & Development Study(1998)와 OECD의 Innovative
Clusters(2001)의 두 보고서에 있다.
셰필드 시청은 Porter의 경쟁력 평가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시내
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산업이 여타 경쟁도시에 비해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
Peneder(2001)는 OECD보고서에서 클러스터의 이론적 개념을 최
근의 신생산업인 멀티미디어와 문화콘텐츠산업을 사례로 정책개발
에 초점을 맞춰 클러스터의 필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6) 이 도시들은 런던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유치하기 위해 경쟁
하지만, 음악도시로서는 서로 공존관계에 있다. Collin C. Williams(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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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

일반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

창의적 문화 예술
·음악
·무용
·연극
·텍스트
·이미지

파생 수요
·일반관광
·문화관광
·식·음료
·소매
·엔터테인먼트

제 작
기

술

·IT
·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

유 통

소 비

인프라
·시설
·교육 훈련
·네트워크
·(문화 예술)
협의체

자료：EDAW/Urban Cultures, Sheffield Cultural Industries Quarter: Strategic Vision
& Development Study, 1998.

<그림 Ⅱ-2>는 문화산업과 멀티미디어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
는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사업환경과 제도적인 측면에
서 요약한 것이다.
ⅰ) 정보와 통신기술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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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계 공통의 이해를 실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ⅱ) 멀티미디어와 문화콘텐츠분야의 응용적인 사업을 하는 독
립제작사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부문은 사업자들이 저렴하
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이다.
ⅲ) 멀티미디어 제작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콘텐츠 자체이다.
콘텐츠의 주 공급원은 도서관, 박물관, 극장, 음악관련 기관,
갤러리 및 시청각 기관, 기록물 관리소 등이며, 이러한 공급
원들의 조직과 관리 운영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매우 긴
요한 생산요소를 제공한다.
ⅳ)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인 환경정비는 클러
스터 형성에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ⅴ) 멀티미디어와 문화콘텐츠를 가공하는 영역도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구성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통신디자이너 등이다.
ⅵ) 콘텐츠의 가공 및 처리 부문은 고도의 특수 제작기술을 갖
춘 집단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 연구개발 시설, 훈련 및 교육을 받은
고급인적 자원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ⅶ) 제작과정을 포함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성공적인 상업
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으로는 특수 CD-ROM 출판업
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 등이며,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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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멀티미디어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의 주요 구성원
하드웨어장비
하드웨어장비

저작권

박물관,
박물관, 극장,
극장, 기록
기록
보관소
보관소 등
등

전문연구기관
콘텐츠의 디지털 가공
통
통

- 특수 소프트웨어
- 디지털정보 디자인

교육 및 훈련

신
신
멀티미디어 제품 및 서비스 유통

시
시

-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 특수 주문형 온라인 플랫폼
- CD-ROM 출판

설
설

기존매체
- 서적
- 영화필름
- 소리/이미지 매체
- 라디오와 TV

정책지원수단
수요
- 민간

- 공공

함께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의 하나는 고객들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서 예를 들면, 가상도시, 가상박물관 등의
구축과 운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ⅷ) 지역의 장기적인 멀티미디어 제작 기회는 서적, 시청각 데
이터 전송, 라디오, 텔레비전 등 구미디어 관련업자들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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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타이밍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공익방송사의 집중 또
는 국가독점은 뉴미디어로부터의 경쟁압력을 보다 용이하
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ⅸ) 최적의 멀티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적절한 환경 조성과 선도 사업
의 추진, 협력의 공감대 도출 등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적 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 2 ) 해 외사례의 이론적 특징
1) 유럽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문화산업의 잠재적 중요성을 문화적 정
체성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문화산업의 범위 또한 두 측면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 창출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상산
업과 각 국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연 및
시각예술, 공예, 각종 문화활동 등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1998).
특히, 유럽 국가들은 문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문화부문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작업과 정책고안에 점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각 국은 문화와 문화산업과
연관된 여러 정책들이 도시와 지방의 경제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문화산업 부문의 지역개발에 관한 모형

5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TADT art, 2000).
유럽의 도시 또는 지역단위 중심의 지방 또는 지역 문화정책은
1830년대 이후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및 콘서트 홀 등 문화적 인프
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문화 인프라 위주의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정책은 경
제성장의 목적보다는 점증하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것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 간 전개된 문화정책의 주된 관심은 이데
올로기 측면에서 예술적, 문화적인 유산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경제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관심에서 경
제개발 우선으로 전환된 시기는 1980년대이며 두 가지 이유를 정
책의 전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이윤전략에 따라 선진국의 탈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첫째, 지역내로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으
며, 둘째,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발생한 지방의 재정위축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대체산업의 모색에 관심이 고조되었다(Williams,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산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오면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은 영세한 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분포한 기존의 산업체 건물에 입주함으로
써 사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을 살리는데 주력하
였다. 한편, 이들로 인해 형성된 문화환경은 주변 도시들이 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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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효과와 외부로부터 투자 및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
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셰필드, 아일랜드의 템플바, 네
덜란드의 틸부르그,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등이 피폐한 산
업도시를 문화산업으로 재활성화한 유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미의 뉴미디어 클러스터
역사적으로 볼 때, 뉴미디어의 발달은 인쇄로부터 영화, 텔레비
전까지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영
향으로 그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를 통하여 눈부시게 성장한 첨단 뉴미디어산업은
통신, 방송 및 컴퓨터산업을 결합한다고 하는 융합과정의 산물로
서 평가되고 있다.
융합의 기술적 배경이 되는 디지털화는 콘텐츠 측면에서 볼 때,
소리와 이미지 및 텍스트 등으로 엄격히 분리되었던 영역의 통합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환경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창의적인 통찰력과 예술적인
기법이 문화콘텐츠를 구현해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였다고 한
다면, 이제부터는 디지털은 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뉴미디어 관련 산업활동이 지역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곳으로서 미국 뉴욕의 실리콘 앨리와 샌프란시스코
의 멀티미디어 걸치(Multimedia Gulch)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운송수단과 공공 인프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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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뉴미디어산업과 융합

통신산업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제작

방송

문화콘텐츠산업

자료： DCMG(1998).
자주：여기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제작(특수효과, 디지털 애니메
이션 등) 및 영화/비디오, 음악녹음, 출판 등을 포함.

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발달은 인구의 분산과 산업경제활동
의 분권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과 1990년대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 등
첨단산업도 교외와 준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Brail,
1998). 그러나, 경제구조가 정보와 통신기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됨에 따라 등장한 멀티미디어 또는 뉴미디어산업은 앞서 언급한
세 지역 사례와 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군집을 형성하면서 발달
하는 특징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특히, 콘텐츠 기반의 뉴미디어 또는 문화산업의 기업활동이 특
정 지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되 지리적으로는 도심 입지
를 선호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징 때문인 것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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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 직접적이고 잦은 상호 접촉
- 도시 기업군집과의 연계
- 도시화 경제의 출현과 연관된 도시 내부의 인큐베이터 효과
- 전형적으로 도심에 위치한 구미디어 기업과의 연계
(Scott, 1988 ; Gad, 1991 ; Hutton, 1994 ; Gertler, 1996 ;
Scott 1996)
아울러 Pratt(2000)는 뉴욕의 실리콘 앨리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를 통해 뉴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지역과 장소를 대상으로 군집
을 형성하는 이유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즉, 경제적 거
래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산업의 클러스터링은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약화되고 있으나, 뉴미디
어 부문은 다양한 인적교류와 상호접촉 등 비교역적 의존(nontraded dependency) 관계가 동 산업활동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 또한, 뉴미디어산업의 발달은 이와 유사한 산업활동
(가령, 광고, 음악 및 구미디어 업종)이 지리적으로 인접할 때(예
로서, 구미디어산업이 집적된 대도시의 도심과 인접한 지역) 더욱
촉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6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4. 도시간 클러스터 모형
( 1 ) 아 이 디 어실마리
- 포터의 혁신역량모형: 포터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혁신 및 생
산성은 다이아몬드, 또는 클러스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혁신역량모형에서는 혁신역량이 공통의 혁신인프라(common
innovation infrastructure),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cluster-specific
conditions), 링키지의 질(quality of linkages)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된다.
공통의 혁신인프라는 해당산업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산업에 영
향을 주는 인프라와 정책을 의미하고,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은 해
당산업 특유의 제 조건들을 의미하며, 링키지의 질은 공통적 혁신
인프라와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 간의 상호작용의 강도를 의미한
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경쟁력을 갖고
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혁신인프라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또 혁신인프라가 얼마나 쉽게 상업화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혁신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이것이 기업환경
에 쉽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의 혁신인프라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인프라로서, 과학자,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게 될 엔지니어군, 수
준 높은 교육제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상업적 혁신을 위해 가능한 지식 풀(pool)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D 정책, 독점금지법, 자본이득세, 경제의 개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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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등 공정정책 등을 포함한다.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은 경제의 혁신을 위한 일반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환경은 포터 다이아몬드의 개념을 의미하고,
실증모형에서는 변수선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민간의 R&D금
융 조달을 대리(proxy)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17)
링키지의 질은 공통의 혁신 인프라와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 사
이의 연계성 차이를 나타낸다. 인프라와 산업환경 사이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혁신역량이 매우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링키지의 질 문제는 지역개발에 있어 논의되는 연계기관과
밀접히 관련된다. 지역개발 정책에서 많은 지원시스템이 존재하지
만, 그들의 고유한 기능에 몰입할 뿐, 상업화 또는 기술의 효율적
사용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연계할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표 Ⅱ-5 >

혁신역량을 위한 구성요소 내역

공통의 혁신인프라

클러스터 특유의 조건

기초연구 투자
교육의 전체적 수준
과학과 엔지니어링 풀(pool)
정보와 통신인프라
전문투입물, 독특한
지적소유권 보호
수요조건, 전문공급자
법인의 R&D투자와 지출에
에의 접근성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모험 자본의 공급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도
수요의 전반적인 고급화 정도

17) Scott, Porter, Furman(2000).

링키지의 질
공통적 혁신인프라와 클
러스터 특유의 조건 간
의 상호작용의 강도. 예
를 들면, 기초과학이 기
존 또는 발생초기의 클
러스터로 이전시키는 효
과적인 기관이 있는가?
강한 클러스터가 공통의
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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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혁신인프라는 산업전반에 걸친 다부문적인 것이고, 클러
스터 특유의 조건은 해당 산업에만 적용되는 요인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역량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5>와 같다.
- 산업간 관련성을 도시간 관련성으로: 위의 모형은 공통의 혁
신인프라를 외생화하여, 전산업에 적용되는 변수를 선정하고,
그것과 클러스터를 연계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적 논의를 지
역적 논의로 바꾼다면, 지역간 관련성을 고려한 혁신클러스터
모형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간 관계에서 보면, 어느 지역의 문
화산업의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과
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

<그림 Ⅱ-5>

국가 혁신역량의 개념

공통의 혁신인프라

클러스터 환경

링키지의 질
혁신인
프라

자료：Scott Stern, Porter, Furma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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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느 지역의 문화산업적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파
급되는 정도를 변수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화산업적 성과는 분석대상 지역의 문화산업에 외생
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다.
- 분석레벨의 확장: 분석레벨과 분석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분
석레벨을 고정시키지 않고 지역간의 관련성을 높여서 분석방
법은 메조로 하되, 분석범위는 매크로로 하는 지역간의 관련
성을 가진 모형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특유의 모델이 아니라,
지역의 클러스터에 의해 문화산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에 의해 문화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모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 2 ) 모 형 의구성
본고에서는 혁신관련모형을 문화산업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큰
수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관련모형의 혁신인프라 기능이 중
요하듯이 문화산업에서 문화인프라의 중요성을 별개의 변수로 독
립시켰다. 이때 문화인프라는 전국적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의미하
고, 지역차원의 문화인프라는 클러스터환경 중 요소조건에 포함된
다. 둘째, 포터 등의 링키지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되, 포터류의
모형과 다르게 문화산업에 필요한 요소들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셋째, 도시적인 측면과, 문화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모형은 문화인프라, 링키지의 질, 다이아몬드, 지방정부, 중앙정
부로 구성된다. 문화인프라는 전국 차원의 인프라로서 전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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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 문화, 노래문화, 조형문화, 율동문화, 영상문화, 역사적 축적
물, 문예정보 등의 문화 콘텐츠와 전국적인 문화인력의 풀, 문화산
업관련 기술, 패션, 라이프스타일, 취향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문화산업 성과와 문화산업의 인프라가 포함
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한편으로는 문화인프라가 링키지를 통해
지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문화산업의 성과가 해당지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킨
다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링키지에는 문화인프라를 상업화시키는 공공·민간 기관을 포
함할 뿐 아니라, 관련 문화인프라의 핵심지역과의 거리, 교통·통
신, 여타 지역과의 관련성 등도 링키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링키지의 질은 각 도시의 문화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림 Ⅱ-6>의 상업화 능력은 그 지역내에 해당되는 문화산업 혁신환
경으로 포터의 경우와 같은 개념이다. 이때 지역내 문화인프라는
상업화능력 안에 포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 분야에 영
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구분되는데, 지방정
부는 링키지의 질과 혁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앙정부는
문화인프라,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표 Ⅱ-6>

문화인프라, 링키지, 클러스터간 관계
외생적 요인

전국차원 문화인프라(상업화 이전)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문화산업적 성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링키지
→(상업화)
클러스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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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중앙정부

도시문화산업
도시문화산업
의
의 범위
범위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업화 능력>
수요조건

전국차원의
전국차원의
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

기업전략,
경쟁

요소조건
관련산업

( 3 ) 산 업 별적용(예)
1) 산업의 그루핑
위의 모형을 산업군별로 적용할 수 있다. 문화산업군을 소비자
중심·생산자 중심, 디지털·아나로그, 기술관련·관광관련 , 제
조업·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문화제조업,
일반콘텐츠 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이벤트 산업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선 문화제조업은 문화와 관
련된 산업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다. 산업의 경쟁우위
결정요인이 제조업과 콘텐츠산업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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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둘째 지역별로 구분할 때 일반적인 콘텐츠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따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 이유는 일반콘텐츠산업간에 지역마다 산업마다 독특한 관
련성을 가져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다면, 일반콘텐츠산업의 발달
을 야기시킨다. 디지털산업은 기업이 통신망과 밀접히 관련되고,
노동자는 관련 문화보다 디지털과 관련되는 기본기술의 습득능력
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독특한 입지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벤트 산업을 따로 구분한 것은 관광, 문화유적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이다.
출판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출판 인쇄기기산업, 일반적인 글문
화작품산업, 디지털 출판, 출판박람회가 한 지역에 모여 있으면 상
승효과를 내겠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출판기기산
업과 다른 기계산업이 모여 있는 경우가 더욱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콘텐츠산업들끼리 모여 있는 편이 더욱 바
람직하나 반드시 같은 분야의 동호인들끼리 모여 있을 필요는 없
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디지털 관련업종들끼리 집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벤트업종은 콘텐츠의 종류보다
관광이나 기타 도시여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집적될 경우 도시는 기계도시, 문화도시, 디지털 도시, 관광도시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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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별 기능별 분류(예)
제조업

일반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이벤트

출판

출판·인쇄기계

일반적인 글
문화작품

디지털 출판
(e-book)

출판박람회

음반

음향기기

음악작품

디지털 음악

대중공연
게임쇼
영화제
방송제
공연
축제
만화제

게임

게임기기

게임콘텐츠

디지털 게임
콘텐츠

영화
방송
공연
관광
애니메이션

영화기기
방송기기
선물용품
기기

일반영화
공중파방송
공연작품
관광
만화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공연
디지털 관광
애니메이션

2) 산업별 적용

이에 따라 위의 모형을 적용하여 보면,

<문화제조업>
·문화인프라：혁신인프라와 비슷(전국적인 기술수준, 인력 풀)
·링키지：지역내 상업화 지원기관의 존재 및 효율적 운영, 수
도권과의 거리
·요소조건：지역내 기술, 인력, 지가
·수요조건：국내시장 전체 또는 수출시장
·관련산업：관련제조업(기계산업 등), 관련콘텐츠
·기업의 전략 및 경쟁정도：지역내 관련 대기업의 존재 여부,
단지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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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텐츠>
·문화인프라：문화예술 인력풀, 패션(전국적 수준)
·링키지：상업화지원기관, 패션중심지와의 거리
·요소조건：지역내 인력, 기술, 도시적인 환경
·수요조건：지역내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의 양과 질 - 질적인
요인이 중요
·관련산업：디지털콘텐츠업, 이벤트업, 관광
·기업의 전략 및 경쟁정도：개인기업, 소기업, 스타 기업의 존재
<디지털콘텐츠>
·문화인프라：문화 인력풀, 인터넷 사용(전국적 수준)
·링키지：통신, 상업화 지원기관
·요소조건：인터넷,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력
·수요조건：전국 또는 해외적 수요와 피드백 정도
·관련산업：소프트웨어 산업 등
·기업의 전략 및 경쟁의 정도：창업, 아웃소싱의 원활화 정도,
스타기업의 존재, spinoff의 원활화
<이벤트 산업>
·문화인프라：문화유산 등 관광 콘텐츠, 여타산업적 기반(전국
적 수준)
·링키지：교통, 홍보, 상업화 지원기관
·요소조건：인력, 지역내 관광 콘텐츠
·수요조건：지역내 인구, 내방객
·관련산업：스포츠산업 등, 공간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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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 및 경쟁의 정도：지역내 기업과 지역외 기업의
협력 정도
3) 산업별 핵심요인
산업별로 어떤 요인에 의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나타날 것인가
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이 밀접하고 수요처
가 가까운 지역이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일반콘텐츠산업은 주위
에 인력 등 문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방송콘
텐츠는 중앙방송국 주위에 입지가 중요하듯이 각 콘텐츠산업의 입
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통신망이 잘 깔
려 있고, 도시의 일반적인 기능이 우월하게 되면, 노동자와 기업가
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집적지가 생길 것이다. 노동자들
의 기업간 산업간 이동도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게 된다. 이벤트 산업은 주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유산, 축제 등을 토대로 발전
할 것이다.

( 4 ) 동모형과 도시와의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성장은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수도권 중심, 둘째는 경부선 중심의 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우 서울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서울 또는 수도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과 다른 지방을 경쟁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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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줄 모른다. 서울은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의미에서 전략을 살
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인접도시는 서울과 긴밀한 관계속에서
문화산업의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지방은 지방 스스
로의 논리를 갖고 전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서울, 서울인접도시, 기타 도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1) 서 울
위의 모형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문화인프라의 근원지가 바
로 서울이기 때문에 링키지의 혜택이 가장 큰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이다. 문화인프라의 근원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활
용능력면에서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다. 우선 문화자원과의
거리가 가깝고, 관련인력이 밀집해 있다. 기업들의 환경의 측면을
살펴보면, 특히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기업전략 모든 점에
서 서울이 유리하다. 어떠한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조건도 갖
추어져 있으며,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고급화되어 있다. 관련산업
이 많이 존재하고, 많은 기업들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어 경쟁과
협력에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들의 환경을 검토하기 전에 이
미 서울은 문화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울인접도시
서울인접도시의 경우는 다른 지방과 차이가 있다. 우선 핵심적
인 문화인프라를 갖고 있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매
우 중요하다. 동경과 인접도시의 관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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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전철로 서울 통근이 가능한 지역인 서울인접도시는 서울과
유사한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기업환경의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의 조건에 따르겠으나, 많은 산업에서 서울의 이점을 그
대로 누리게 된다.
3) 기타 지방도시
기타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벤트 산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서 문화유산이나 명승
지가 있고, 지방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내방객이 이미 상
당히 존재할 때는 큰 의미가 있겠으나, 이것에도 이벤트 코디네이
터 등의 관련인력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 차원에서만 살
펴보면, 서울이나 서울인접도시에 비해서 이들 지역은 문화산업에
있어 상당히 열위에 있으며, 이러한 열위한 점을 충분히 뛰어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부산과 같
이 수요가 큰 경우에는 이에 맞는 산업을 유치할 수는 있다. 이는
문화인프라의 핵심지역인 서울과의 거리는 멀지만 지역내의 수요
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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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이 장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평가
하고, 각 도시들의 구조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주도하
는 서울의 문화산업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절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통계자료 즉,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문화산업분류와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문화산업통계를 활용하였다. 2절에서는
25개의 도시를 서울과 광역시, 서울인접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도시 등으로 나누어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적 여건을 비교분
석하였다. 3절에서 서울의 문화산업 분류를 제작, 배급, 이용이
라는 가치체인의 틀에서 설명하고, 구별 통계 등을 활용하여 심
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입지계수를 계산하였다.

서울 문화산업 사업체(종사자) 수
서울 총 사업체(종사자) 수
입지계수(LQ) =
전국 문화산업 총 사업체(종사자) 수
전국 총 사업체(종사자) 수
(입지계수가 1.2보다 크면, i 지역에서 문화산업은 특화산업임)

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69

1.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
(1) 저부가가치
부문의 편입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는 <표 Ⅲ-1> ~ <표 Ⅲ-5>와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전체 산업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의 10.4%, 종사자수는 7.5%로 나타나 문화산업의 사업체 규모
가 전체 산업에 비해 소규모인 것으로 추계된다18). 그 중에 게임산
업의 사업체수가 1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반산업, 방송산
업, 공연산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종사자수로 보면, 출판산업이 가
장 높아 23.9%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문화산업을 세세단위로 분류할 때 기타문화산업이 전체
의 5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화산업의 영역이
통계분류상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중에 유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문화산
업으로 분류되지만, 그 기능이 유통 기능만 하고 있는 업종의 사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지나치게 많다.
우선 사업체수에서 유통업체의 비중을 살펴보자. 출판부문에서
65.5%, 게임부문에서 99.5%, 영화부문에서 95.6%, 음반부문에서
98.8%로 나타나며, 기타부문에서 21.0%로 나타난다. 종사자수로
보면, 조금 완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내에서 살펴보면, 음반산업의 유통업은 음반점, 게임산업의
18) 이는 <표 Ⅱ-2>의 문화산업 전체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이다.

70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표 Ⅲ-1>

개별 문화산업의 유통 비중(1999)
단위：%

구성비
유통업체의
비중

출판

게임

영화

음반

공연

방송

기타

사업체수

16.7

19.7

8.0

8.9

0.3

0.4

49.5

종사자수

23.9

13.6

4.9

5.1

0.5

2.0

49.8

사업체수

65.5

99.5

95.6

98.8

-

-

21.0

종사자수

52.1

97.6

77.1

94.6

-

-

16.7

자료：통계청,「1999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 2000.

유통업은 PC점, 영화산업의 유통업은 비디오 임대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부문에서의 유통비율은 낮게 나타나지
만, 인물사진 촬영업이 전체의 2.15%(문화산업의 전체사업체수에
대한 비중), 사진처리업이 2.07%, 예술학원이 14.0%, 노래방 운영
업이 8.84%를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업종이 아닌 부문의 비
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산업 통계의 왜곡 가능성이 매우 크
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Ⅲ-2>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
항목

(KSIC)

출판
사업

22110
22121
22122
22123
22139
22190
22211
22212
22219
51463
52621

전
국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서적 출판업
2,363
0.77
24,559
2.53
신문발행업
480
0.16
17,623
1.8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72
0.19
6,348
0.65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258
0.08
4,808
0.50
기타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18
0.01
142
0.01
기타 출판업
358
0.12
4,783
0.49
경인쇄업
7,420
2.43
20,750
2.14
스크린 인쇄업
1,337
0.44
6,088
0.63
기타인쇄업
4,781
1.57
25,972
2.68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1,799
0.59
12,874
1.33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8,468
2.77
27,774
2.86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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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SIC)

52892
71302
36943
51473
51891
게임
산업

영화
산업

52513
52643
71301
72201
88911
88912
51471
52513
71301
87111
87112
87113
87120
87130
87141
87142
22131

음반
산업

공연
산업

22300
87312
88913
87311
87321
87322
87329
87331
87332
87341
87342
87349

71

전
국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계약배달 판매업
8,165
2.67
58,764
6.05
서적 임대업
14,974
4.90
21,351
2.20
영상게임기 제조업
104
0.03
872
0.09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1,332
0.44
4,214
0.43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3,996
1.31
25,848
2.66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3,151
1.03
5,481
0.56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881
1.93
9,313
0.96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17,618
5.77
25,579
2.64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173
0.06
2,250
0.23
전자게임장운영업
13,940
4.57
25,014
2.58
컴퓨터게임방운영업
13,951
4.57
33,402
3.44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316
0.10
1,594
0.16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3,151
1.03
5,481
0.56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17,618
5.77
25,579
2.64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125
0.04
1,012
0.10
만화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180
0.06
4,440
0.46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109
0.04
760
0.08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138
0.05
1,510
0.16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
175
0.06
763
0.08
영화관 운영업
341
0.11
2,487
0.26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276
0.75
4,320
0.45
음반 및 기타음악기록매체
125
0.04
965
0.10
출판업
기록매체 복제업
85
0.03
1,278
0.13
녹음시설 운영업
115
0.04
397
0.04
노래방운영업
26,990
8.84
46,414
4.78
공연시설 운영업
241
0.08
2,092
0.22
연극단체
73
0.02
1,070
0.11
무용 및 음악단체
109
0.04
1,229
0.13
기타공연단체
39
0.01
408
0.04
공연예술가
21
0.01
130
0.01
비공연예술가
346
0.11
697
0.07
공연기획업
134
0.04
645
0.07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11
0.00
67
0.01
기타공연관련산업
82
0.03
652
0.07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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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8711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113
0.04
2,783
0.29
87211 라디오 방송업
40
0.01
2,665
0.27
87212 텔레비전 방송업
69
0.02
5,530
0.57
방송업
87221 프로그램 공급업
39
0.01
400
0.04
87222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
844
0.28
8,325
0.86
87223 위성방송업
5
0.00
71
0.01
18130 한복제조업
5,700
1.87
8,225
0.85
20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472
0.15
1,732
0.18
가정용 및 장식품 도자기
26211
1,091
0.36
7,867
0.81
제조업
28999 그외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808
0.59
10,336
1.06
361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103
0.03
307
0.03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36910
1,724
0.56
7,292
0.75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300
0.10
2,565
0.26
3697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41
0.11
0.09
51109 기타 상품중개업
3,351
1.10
19,108
1.97
기타 51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12,853
4.21
34,013
3.50
문화 51417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2,406
0.79
6,253
0.64
산업 5147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1,332
0.44
4,214
0.43
52412 한복 소매업
2,412
0.79
3,493
0.36
5266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41
0.67
3,478
0.36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52662
5,155
1.69
9,511
0.98
소매업
743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6,478
2.12
51,379
5.29
743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9
0.03
914
0.09
74510 광고대행업
1,361
0.45
10,304
1.06
74591 옥외광고업
342
0.11
1,207
0.12
74592 광고매체 판매업
240
0.08
1,229
0.13
74593 광고물 작성업
2,188
0.72
8,184
0.84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19
0.24
2,760
0.28
74602 제품디자인업
213
0.07
1,425
0.15
기타 74603 시각디자인업
883
0.29
3,749
0.39
문화 74609 기타전문디자인업
333
0.11
1,976
0.20
산업 74911 인물사진 촬영업
6,562
2.15
13,832
1.42
74912 상업용사진 촬영업
504
0.17
1,760
0.18
74913 사진처리업
6,332
2.07
12,104
1.25
항목

(KSIC)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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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SIC)

기타
문화
산업

74991
75994
75995
80301
80302
80303
80992
88100
88211
88221
88222
88913
88919
8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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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281
0.09
1,134
0.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611
0.20
4,834
0.50
연예인 및 기타공인매니저업
77
0.03
497
0.05
전문대학
176
0.06
24,374
2.51
대학교
325
0.11
78,379
8.07
대학원
388
0.13
4,188
0.43
예술학원
42,727 14.00
78,525
8.09
뉴스 제공업
77
0.03
1,358
0.14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440
0.14
5,782
0.60
박물관 운영업
189
0.06
2,951
0.30
사적지관리 운영업
53
0.02
343
0.04
노래방운영업
26,990
8.84
46,414
4.78
기타오락장운영업
299
0.10
652
0.07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96
0.10
3,667
0.38
계
305,301 100.00
970,726 100.00
업

종

( 2 ) 수 도 권또는 서울 집중

우리나라 도시별 문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관광
부에서 출간한 문화산업 통계를 활용하였다. 이 통계는 두 개의
군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실사를 통해 전략문화콘텐츠산업을 조
사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
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통계를 추출
한 것이다.
본 항에서는 도시나 권역에 관련되는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간
편차를 살펴보았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의
큰 묶음을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산업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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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파악하였다. 출판, 음반,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도소
매, 서비스산업,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방송,
공연 산업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산업 중 제
조업(사업체수 기준)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출판 제조
업의 수도권 비중이 77.61%, 음반 제조업의 수도권 비중은 97%,
영화 관련 제조업의 수도권 비중은 100%로 나타나 문화산업 관련
제조업의 극단적인 수도권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략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사업체수의 수도권 비
중이 영화 콘텐츠 91.06%, 애니메이션 98.46%, 게임 93.39%, 방송
77.15%, 음반 97.02%로 수도권 편중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략문화콘텐츠 제작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이 아
니라 서울에 극도로 집중해 있음을 알수 있다. 세부업종별 사업
체의 서울집중도는 영화콘텐츠가 81.59%, 애니메이션이 94.55%,
게임이 84.97%, 방송이 54.96%, 음반이 80.90%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음반을 제외하고 더욱 높은 서울집중 현상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울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도 전국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를 더욱 자세히 보면 볼수
록, 서울 집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집중이 덜 이루어지
고 있는 방송산업의 서울 집중도를 살펴보면, 라디오방송
5/27(이하 서울 5개, 전국 27개), 텔레비전 방송 4/31, 종합유선방
송 23/74, 프로그램 공급 21/25,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80/85로 나
타나 방송산업은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듯이 보여
지지만, 그 실태는 라디오, 텔레비젼, 종합유선방송의 지사가 지
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업체수로 반영되어 있을 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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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본사와 문화산업의 중요 부분은 모두 서울에 집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산업 중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공연서비스의 수도권 비율이 62.47%로 가장 높지만, 그외
부문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다지 크지 않다. 출판 서비스
부문의 수도권 비중이 46.16%, 음반서비스는 42.09%, 게임은
45.27%, 영화는 54.28%, 방송서비스는 21.99%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Ⅲ-3>

서울
수
인천
도
경기
권
소계
부산
부
울산
산
경남
권
소계
대ㅤ대 구
구ㅤ경 북
권ㅤ소 계
광ㅤ광 주
주ㅤ전 남
권ㅤ소 계
대ㅤ대 전
전ㅤ충 남
권ㅤ소 계
강원
기ㅤ충 북
전북
타ㅤ
제주
계

우리나라의 권별 문화산업 현황(종사자수 기준)
출 판
음 반
게 임
영 화 방송 공연
제 조 도소매서비스제조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63.65 30.67 25.28 49.38 29.44 21.09 6.86 84.88 24.38 95.49 64.57 24.09 53.73
1.66 3.68 2.07 0.75 3.50 5.15 0.00 2.19 8.04 0.00 2.88 2.93 7.60
12.29 13.99 18.75 46.56 12.00 15.01 8.28 3.75 13.16 4.51 6.67 7.32 13.39
77.61 48.35 46.11 96.69 44.94 41.25 15.14 90.82 45.58 100.00 74.11 34.35 74.72
3.62 6.63 13.47 0.00 14.14 6.65 0.00 2.40 12.84 0.00 3.29 10.86 7.71
0.49 2.27 1.04 0.00 1.57 3.19 0.00 0.00 0.85 0.00 1.19 2.87 1.25
2.32 4.52 8.29 0.00 11.50 9.66 0.71 0.00 11.06 0.00 1.62 5.45 0.44
6.43 13.43 22.80 0.00 27.21 19.49 0.71 2.40 24.75 0.00 6.11 19.19 9.39
2.88 4.58 4.15 0.00 1.50 7.23 0.00 0.00 6.94 0.00 1.16 10.02 3.36
2.76 5.79 3.11 0.00 3.41 8.80 0.00 0.00 3.37 0.00 2.16 8.07 3.85
5.64 10.38 7.26 0.00 4.91 16.03 0.00 0.00 10.31 0.00 3.32 18.08 7.21
2.25 4.24 8.29 0.00 6.86 3.85 84.15 0.00 4.01 0.00 2.60 1.76 0.22
0.60 1.91 8.29 0.00 0.56 4.95 0.00 0.00 1.70 0.00 0.74 3.92 0.68
2.85 6.15 16.58 0.00 7.42 8.80 84.15 0.00 5.71 0.00 3.34 5.68 0.90
1.70 6.47 0.00 0.00 5.27 2.42 0.00 5.21 3.12 0.00 1.59 0.00 0.74
1.66 3.52 2.07 0.00 1.94 3.39 0.00 0.00 3.88 0.00 1.94 9.38 2.49
3.36 9.99 2.07 0.00 7.22 5.81 0.00 5.21 7.00 0.00 3.52 9.38 3.23
1.12 2.10 0.00 0.00 3.41 3.01 0.00 0.31 2.90 0.00 3.26 4.47 1.55
1.05 2.19 1.04 3.31 1.84 3.26 0.00 1.25 1.42 0.00 1.99 5.84 1.73
1.23 6.02 2.07 0.00 3.07 2.02 0.00 0.00 1.50 0.00 2.89 1.51 1.27
0.72 1.41 2.07 0.00 0.00 0.33 0.00 0.00 0.83 0.00 1.46 1.51 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 2000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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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에서 보았듯이 서비스부문의 상당한 비중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써 전략적 문화산업 부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
라 부문내에서도 고급기술 및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서울
수
인천
도
경기
권
소계
부산
부
울산
산
경남
권
소계
대ㅤ대 구
구ㅤ경 북
권ㅤ소 계
광ㅤ광 주
주ㅤ전 남
권ㅤ소 계
대ㅤ대 전
전ㅤ충 남
권ㅤ소 계
강원
기ㅤ충 북
타ㅤ전 북
제주
계

우리나라의 권별 문화산업 현황(사업체수 기준)
출 판
음 반
게 임
영 화 방송 공연
제 조 도소매서비스제조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64.95 27.98 23.09 61.90 24.60 19.87 29.41 86.59 23.10 93.75 38.58 10.28 46.35
1.36 4.24 3.08 1.59 4.32 6.03 0.00 1.22 9.06 0.00 5.66 3.31 4.03
12.36 15.09 20.00 34.92 16.05 16.19 52.94 1.22 13.12 6.25 10.05 8.39 12.09
78.68 47.31 46.16 98.41 44.97 42.09 82.35 89.02 45.27 100.00 54.28 21.99 62.47
4.41 7.69 10.76 0.00 8.24 6.26 0.00 3.66 10.22 0.00 6.77 8.98 12.34
0.48 2.40 1.54 0.00 1.09 3.18 0.00 4.88 0.97 0.00 2.04 4.96 2.27
2.57 6.53 9.23 0.00 12.68 8.77 5.88 0.00 11.19 0.00 2.41 10.17 0.50
7.45 16.62 21.53 0.00 22.01 18.20 5.88 8.54 22.37 0.00 11.22 24.11 15.11
3.12 5.79 6.15 0.00 2.59 5.68 0.00 0.00 8.00 0.00 2.13 3.55 4.03
1.66 5.97 3.08 0.00 6.45 8.64 0.00 0.00 4.69 0.00 3.03 20.57 4.79
4.78 11.76 9.24 0.00 9.05 14.32 0.00 0.00 12.68 0.00 5.16 24.11 8.82
1.69 4.05 9.23 0.00 4.38 4.33 11.76 0.00 3.01 0.00 4.30 0.35 0.25
0.91 2.66 6.15 0.00 0.40 4.89 0.00 0.00 1.89 0.00 1.33 7.57 0.50
2.59 6.72 15.38 0.00 4.78 9.22 11.76 0.00 4.90 0.00 5.63 7.92 0.76
1.61 3.81 0.00 0.00 3.69 2.51 0.00 1.22 3.31 0.00 3.00 0.00 2.27
1.18 2.35 1.54 0.00 3.23 4.32 0.00 0.00 3.86 0.00 5.97 5.44 2.77
2.79 6.16 1.54 0.00 6.91 6.83 0.00 1.22 7.17 0.00 8.96 5.44 5.04
0.83 2.83 0.00 0.00 5.39 3.87 0.00 1.22 2.91 0.00 4.61 5.67 0.76
1.18 2.51 1.54 1.59 2.56 2.73 0.00 0.00 1.84 0.00 2.50 5.44 6.05
1.13 5.05 1.54 0.00 4.32 2.16 0.00 0.00 1.88 0.00 5.97 2.72 1.01
0.55 1.04 3.08 0.00 0.00 0.57 0.00 0.00 0.97 0.00 1.67 2.60 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문화관광부,「문화산업통계」
, 2000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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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문화콘텐츠 제작산업 통계
종사자수

사업 체수

영화 애니
영화 애니
게임 방송 음반 계
게임 방송 음반 계
콘텐츠 메이션
콘텐츠 메이션
서 울 86.66 97.70 87.46 71.71 73.55 82.99 81.59 94.55 84.97 54.96 80.90 77.47
수
인 천 0.00
0.27 3.50 1.80 0.06 1.13 0.00
0.91 4.58 2.07 0.56 1.25
도
경
기
4
.
4
0
0
.
5
0
2
.
4
3
3
.
6
4
2
3
.
4
1
3
.
4
4
5
.
0
0
0.91 4.58 6.61 13.48 6.23
권
소 계 91.06 98.46 93.39 77.15 97.02 87.56 86.59 96.36 94.12 63.64 94.94 84.95
부 산 1.29
0.65 1.19 3.31 0.33 1.95 2.27
0.91 2.61 5.37 1.69 2.76
부 울 산 0.10
0.00 0.00 1.17 0.00 0.55 0.23
0.00 0.00 1.24 0.00 0.36
산
경
남
0
.
6
8
0
.
0
0
0
.
1
2
1
.
7
0
0
.
0
0
0
.
8
5
1
.
1
4
0.00 0.65 2.48 0.00 1.07
권
소 계 2.07
0.65 1.31 6.17 0.33 3.36 3.64
0.91 3.27 9.09 1.69 4.19
대
구
2
.
4
8
0
.
0
0
0
.
9
2
3
.
6
9
0
.
3
3
2
.
0
1
3
.
1
8
0.00 0.00 5.37 1.12 2.58
대ㅤ
0.00 0.00 0.88 0.00 0.46 0.91
0.00 0.00 1.24 0.00 0.62
구ㅤ경 북 0.58
권ㅤ소 계 3.06
0.00 0.92 4.57 0.33 2.47 4.09
0.00 0.00 6.61 1.12 3.21
0.00 0.00 1.92 0.06 0.98 1.36
0.00 0.00 3.31 0.56 1.34
광ㅤ광 주 1.01
주ㅤ전 남 0.03
0.00 0.00 1.71 0.00 0.79 0.23
0.00 0.00 2.48 0.00 0.62
권ㅤ소 계 1.04
0.00 0.00 3.63 0.06 1.77 1.59
0.00 0.00 5.79 0.56 1.96
0.00 3.78 2.06 0.22 1.36 1.59
0.00 1.31 2.89 0.56 1.51
대ㅤ대 전 1.79
전ㅤ충 남 0.13
0.17 0.00 0.32 0.06 0.22 0.23
0.91 0.00 0.83 0.56 0.45
권ㅤ소 계 1.92
0.17 3.78 2.38 0.28 1.58 1.82
0.91 1.31 3.72 1.12 1.96
강 원 0.25
0.72 0.12 2.10 0.00 1.24 0.68
1.82 0.65 3.31 0.00 1.25
기ㅤ충 북 0.53
0.00 0.48 1.87 1.99 1.03 1.14
0.00 0.65 2.48 0.56 1.16
전
북
0
.
0
8
0
.
0
0
0
.
0
0
1
.
3
2
0
.
0
0
0
.
6
1
0
.
4
5
0.00 0.00 4.13 0.00 1.07
타ㅤ
제 주 0.00
0.00 0.00 0.81 0.00 0.37 0.00
0.00 0.00 1.24 0.00 0.27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문화관광부,「문화산업통계」
, 2000에서 재작성.

(3) 첨단문화산업
단지의 지정19 )
도시별 문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최근에 중요한 정
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첨단디지털 영
상 테마파크라는 명칭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시작한 것
19)「문화산업 백서」
(2001)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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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화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적 입지에 따라 문화산업의 발전가능성
이 풍부한 지역 또는 문화산업 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첨단디지털
문화산업의 기획·제작·생산·유통기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효율적
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화산업단지를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
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
도록 조성한 토지, 건물, 시설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2001~2010년간 10년 동안 지역별로
특화된 전통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 지역이 조성되고, 게임·애니
메이션·음악·영상·전자출판 등 첨단문화산업단지로 10여개 단
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각의 소요사업비는 첨단
문화산업단지 10개 단지에 각 200억원, 전통문화산업단지 10개 단
지에 각 50억원, 종합문화산업단지 1~2개 단지에 각 300억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2001년에 추진된 사업 경과를 보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테
마파크의 조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현지조
사 실시 등 조성계획의 검토 및 조성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 결
과 조성 신청을 한 8개 지역(광주, 대전, 춘천, 수원, 광명, 부천,
청주, 김해) 중 4개 지역(대전, 춘천, 부천, 청주)이 문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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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차 지정을 받았다(2001. 5. 4). 이어 10월에 2차 심의회를 한
후 광주, 전주, 경주 등 3개 지역이 2차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었
다. 각 도시의 문화산업단지 특성화 전략은 <표 Ⅲ-6>, <표Ⅲ-7>과
같다.
한편,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주요 지방 거점도시에
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
방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센터내에
창업공간, 정보/기술/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산업
의 지방 확산과 균형적인 발전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표 Ⅲ-6>

문화산업단지 지역의 지정 현황 - 1차 지정(2001. 5. 4)

지역별 주요산업분야

대전

춘천

부천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주요사업계획

위치및부지규모

총사업비

영화·방송 오픈세트장, 스튜디
오, 게임체험장, 게임 아카데미,
전시관
사업기간: 2001~04

서구, 유성구
일원( E X P O공
원 중심)
약 10만평

550억원
국고: 230
지방비: 164
민자: 156

종합정보센터, 연구제작센터,
이벤트가든
사업기간: 2001~05

춘천시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원
약 6만 1천평

998억원
국고: 244
지방비: 245
민자: 509

만화정보센터, 만화·문화거리
조성, 종합지원센터등
사업기간: 2000~02

872억원
부천시 원미구
국고: 36
상동 454번지
지방비: 156
약 6만 7천평
민자: 680

청주시 내덕동 615억원
콘텐츠아카데미, 멀티플상영관,
(담배원료공장 국고: 200
청 주 게임(교육용) 물류및 비즈니스센터
부지)
지방비: 211
사업기간: 2001~04
약 2만 3천평 민자: 204
자료：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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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지원실적을 보면, 2000년 부산, 광주,
대전 등 3개소에 60억 원이 센터 설립을 위해 지원되었고, 이어
2001년에 대구, 부천(경기), 춘천(강원), 청주(충북), 전주(전북)
등 5개소에 100억 원이 지원되었다. 앞으로 2002년도에는 목포(전
남), 경주(경북), 제주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지방문화산업지원센
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표 Ⅲ-7>

문화산업단지 지역의 지정 현황 - 2차 지정(2001. 10. 19)

지역별 주요산업분야

주요사업계획

영상예술센터, 문화상품개발
디자인,
센터, 이벤트플라자, 콘텐츠
광주
캐릭터, 공예 개발센터
사업기간: 2001~05

위치 및 부지규모 총사업비
동구 금남로,
남구사직고원
일원
약 6만 5천여평

644억원
국비: 251
지방비: 345
민자: 48

경주시 천군동 788억원
사이버체험관, 문화전시관,
(세계문화엑스 국비: 220
경 주 VR기반산업 문화벤처관, VR랜드 등
포공원)
지방비: 468
사업기간: 2001~05
약 16만 7천여평 민자: 100
디지털영상미디어센터, 소리
디지털영상, 콘텐츠센터, 영상엔터테인트
전주
소리문화산업 몰 등
사업기간: 2001~05

전주시완산구
중노송동,남노
송동일원
약 2만여평

870억원
국비: 260
지방비: 315
민자: 295

이 정책은 앞으로 각 지역의 문화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여부에 따라 지역별 성패
가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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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별 문화관련산업 집적비교
우리나라 도시별 문화산업의 내역을 살펴보았다. 문화산업 자
체 - 비록 정치화되지는 않았지만 - 와 문화관련제조업, 사업서비
스, 기타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의 문화산업만을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산업구조와 문화산업을 동시에 살펴
보았다.
서론에서 정한 문화관련산업의 범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관련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발달은
문화산업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
타서비스업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문은 문화
산업과 공급측면에서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처이고, 외부인력 유치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청소년 또는 청년
층의 문화산업 수요를 나타낸다. 문화산업 관련 유통산업도 중요
하지만, 전반적인 유통업의 발전도 문화산업 유통에 대한 잠재력
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음식·숙박업은 밤의 경제의 중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놀이문화를 의미하는 문화산업은 먹고 자는 공간
과 어우러지지 않은 경우에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통계에서 나타난 요인들이 도시의 문화산업적 현황
과 잠재력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개괄적인 내용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구조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에 문화산업이 많이 집중해 있는 것은
문화인프라가 가장 많고, 상업화 능력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것들
이 적절히 링크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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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산업전반을 살펴보고, 많은
도시를 살펴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로 정리하
였다. 모든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만
을 갖고 설명하였다. 우선 서울과 대도시의 입지계수가 1.2보다 큰
산업, 그리고 2보다 큰 산업을 찾아서 보임으로써 서울과 광역시
들의 문화산업 특화도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서울에 인접한 지
역의 문화관련산업의 통계를 살펴보았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가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집중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은 링키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문화산업 및 관련산업의 입지계수를 통
해 지역마다의 산업별 집중도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정부가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도시별 집중 정도
를 살펴봄으로써 각 도시의 문화산업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1 ) 서 울 과광역시
우리나라 문화관련산업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의 입지계수를 계산하여 이
를 지역,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서울：문화산업 부문의 사업체수가 광고(2.01), 디자인(2.19),
출판(2.45) 등에서 매우 높은 입지계수(2보다 큼)를 나
타내고 있으며,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영화, 공연,
도서관 관련산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입지계수(1.2보다
큼)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해당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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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계수가 더욱 높으며, 새롭게 기타과학기술서비스
업(1.30), 방송업(1.22) 등이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에서
는 가죽제품에서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의류, 신발, 컴퓨터 관련제품에서도 높은 입지계수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1.2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보인다. 기타서비스
에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기통신업, 금융보험, 교
육기관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인다. 이로써 서울은
광고, 전문디자인, 영화부문 등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서비스 전반, 정보처리관련 제품과
서비스업, 유통업, 통신업, 금융보험 등 전반적인 부문
이 문화산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신발관련 제조업, 봉제의류 제조업 부문과 유통부문,
관련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여타 문화관련산업적
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은 사업체수보다 종사자수가 더욱 심화되어 있어서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에서 기업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구：문화산업 부문의 사업체수가 광고와 디자인만이 높은
입지계수를, 종사자수로 볼 때는 공연산업과 기타오락
관련산업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그외 부문에서는 섬유
의복신발, 가전제품 가구 등의 과거에 제조기능이 높던
부문의 유통부문에서만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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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대구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특화되어 있던
제품이 생산에서 유통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문화산업
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전：문화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뉴스제공업에서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 청사와의
근린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 기록보
존소, 박물관 등 문화관련산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
타내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오락관련산업,
방송업, 출판업도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광주：지방도시로는 문화산업적인 기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 전문디자인, 영화, 방송, 공연산업, 경기스포
츠업 등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
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관련 사업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금융업, 교육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
내고 있어 문화산업적인 기반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뉴스제공업부문에서는 다소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천방송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그외는
가구제조업, 컴퓨터 관련제조업, 상품중개업이 발달되
어 있는 것은 공단의 밀집지임을 반영하고 있다. 종사
자수의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에서만 밀집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울산：문화산업에서는 공연관련산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서비스부문에서는 상품중개업과 교육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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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부문의 입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조업 부문에서도 뚜렷한 부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울산시에 밀집되어 있는 중공업 관련산업이 문화산업
관련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Ⅲ-8>

서울과 광역시의 입지계수(사업체수 기준)
서

울

부 산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업(1.4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1.51)
영화산업(1.73)
공연산업(1.70)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98)
문화
도서관,기록보존소,
산업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업(1.48)

봉제의복제조업(1.97)
신발제조업(1.03)
봉제의복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1.41) (1.20)
기타제품 제조업(1.22)
제조업

연구및개발업(1.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
서비 업(2.87)
스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2.3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리업
(2.97)

구

광고업(1.23)
전문디자인업(1.43)

광고업(2.01)
전문디자인업(2.19)
출판업(2.45)
기록매체복제업(2.54)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86)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
품제조업(2.46)

대

가죽제조업
(2.09)
신발제조업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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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부 산

도매 및 상품중개업(1.92)
상품중개업(1.97)
기계장비 및 관
전기통신업(1.35)
련용품 도매업
관련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1.47) (1.40)
서비 고등교육기관(1.05)
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
비스업(2.03)
광

주

인 천

전문디자인업
(1.57)
영화,방송 및 공연
산업(1.24)
영화산업(1.39)
공연산업(1.50)
뉴스제공업
문화 기타오락, 문화 및 (1.38)
산업 운동관련산업
(1.27)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1.36)
기타오락관련산업
(1.26)

대

구

섬유, 의복, 신발 및
가 죽 제 품 소매업
(1.27)
가전제품,가구 및 가
정용품소매업(1.30)

울 산

대 전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23)
기타오락관련산
업(1.44)

도서관, 기록보
존소, 박물관 및
문화 관련산업
(1.20)

뉴스제공업(4.85)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
용 기기 제조업
(1.7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55)
기타제품 제조업
(1.17)
가구제조업(2.3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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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인 천

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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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1.37)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22)
자료처리 및 컴
퓨터시설관리업
(1.42)

컴퓨터시스템
사업 설계 및 자문업
서비 (1.39)
스업 연구 및 개발업
(1.34)

연구 및 개발업
(2.9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36)
개인 및 가정용품
관련
임대업(1.20)
서비
고등교육기관
스업
(1.28)
기타교육기관
(1.24)

<표 Ⅲ-9>

상품중개업
(1.20)
개인 및 가정용
품 임대업(1.20)

상품중개업
(1.47)
교육서비스업
(1.28)
기타교육기관
(1.45)

전기통신업
(1.32)
고등교육기관
(1.72)

서울과 광역시의 입지계수(종사자수 기준)
서

울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업(1.89)
기타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30)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1.85)
문화 방송업(1.22)
산업 공연산업(1.52)
도서관,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업(1.21)
광고업(2.48)
전문디자인업(2.40)

부 산

대

구

광고업(1.32)
전문디자인업
(1.31)
공연산업(1.27)
기타오락관련산업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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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부 산

대

구

영화산업(2.54)
뉴스제공업(2.11)
문화
출판업(2.56)
산업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2.10)
기록매체복제업(2.31)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조업(1.75)
제조업 봉제의복제조업(2.0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22)

봉제의복제조업
(1.92)
가죽제조업(2.37)
신발제조업(6.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3)
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서비 관련업(3.07)
스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3.13)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3.08)
도매 및 상품중개업(1.94)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 무점포소매업
비스업(1.21)
(1.25)
금융업(1.36)
관련 전기통신업(1.36)
서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1.58)
스업 상품중개업(2.46)
여행알선,창고
가정용품도매업(2.37)
및 운송관련 서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비스업(2.01)
(2.26)
광

주

기타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25)
방송업(1.56)
문화
기타오락, 문화 및
산업
운동관련산업(1.23)
기타오락관련산업
(1.31)

인 천

섬유,의복,신발 및 가
죽제품 소매업(1.38)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소매업(1.30)
전기통신업(1.22)

울 산

대 전

공연산업(1.20)

방송업(1.62)
도서관, 기록보
존소,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업
(1.70)
출판업(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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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인 천

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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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뉴스제공업(2.51)
기타오락관련산
업(11.30)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
제조업 (1.38)
컴퓨터 및 사무
용기기제조업
(1.2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제조업(1.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제조업(1.45)

제조업

신발제조업(1.25)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
조업(2.47)
사업
서비
스업

관련
서비
스업

연구 및 개발업
(8.18)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소매업
(1.34)
기타상품전문소매
업(1.21)
무점포소매업(1.44,)
전기통신업(1.30)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1.20)
교육서비스업(1.20)
고등교육기관(1.68)
기타교육기관 (1.3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2.12)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1.20)
기타상품전문소매
업(1.25)
무점포소매업(1.36)
통신업 (1.32)
전기통신업(1.39)
금융업(1.41)
교육서비스업(1.20)
고등교육기관(1.90)
기타교육기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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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서 울 인 접 도 시
·수원：문화산업 부문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산
업은 뉴스제공업이다. 제조업은 컴퓨터, 통신과 관련해
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며, 사업서비스에서는 연구
및 개발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무점포소매업, 교육서
비스업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남：문화산업에서는 스포츠관련부문에서, 제조업에서는 가
방, 신발 부문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였다. 사업서비
스업에서는 특징적인 부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관
련서비스부문에서는 무점포, 숙박업, 금융업, 교육서비
스 부문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어 도시 자체의
문화산업적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안양：문화산업에서는 오락관련산업, 건축기술(종사자수에서
만)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고, 제조업부
문에서 매우 많은 부문이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피, 컴퓨터, 통신장비에서는 2~6사이의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신발제조업, 전기 등에서도
1.2를 상회하는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서비스
업에서도 컴퓨터관련 자문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
타내고 있으며, 소매, 금융 등 제조관련 서비스산업과
교육부문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천：문화산업에서는 인쇄 관련하여 종사자수가 집중되어
있을 뿐, 뚜렷한 부문이 없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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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핸드백, 전기기계, 전자부품, 통신 제조업 등에서
2를 상회하는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외 소규모
의 경공업 관련소매업, 임대업이 밀집되어 있다.
·광명：문화산업에서 사업체수는 특징적인 업종이 없으나, 종
사자수의 경우에는 기타 전문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오
락스포츠관련산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사업체수는 비교적 높은 입지계
수를 보이는 업종이 있으나,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규모의 기업
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외 유통기업,
교육, 금융부문의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안산：문화산업에서 사업체수가 뉴스제공업, 기타오락관련
산업에서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지만, 종사자수에서는
인쇄관련부문에서 높은 밀집도를 나타낼 뿐, 뚜렷한
집적 산업이 없다. 제조업에서는 매우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반월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종사자수에서 연구
및 개발업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업에서는 무점포소매업 등이 밀집되어
있다.
·고양：문화산업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기준으로 방송관련,
스포츠 관련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제조업에서는 가죽, 신발, 요업 관련부문이 밀집되어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유통, 교육, 음식점업, 전기통신
등의 업종이 밀집되어 있다.

92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과천：과천시는 문화산업, 사업서비스, 기타관련서비스부문에
서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었다. 문화산업의 경우
에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입지계수가 높은 업종
이 서로 다르다. 이는 사업체수가 많은 업종이 소규모
이며, 종사자수가 많은 업종은 소수의 대기업이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도서관, 기록보관소, 경기 오
락 스포츠업의 종사자수가 매우 많다. 사업서비스업에
서는 컴퓨터 관련 부문 등 입지계수가 높은 부문이 매
우 많은 편이다.
·오산：사업체수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이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의 사업체수에서는 건축기
술, 엔지니어링 산업과 경기 스포츠 관련업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수에서는 동일한 현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사자수에서는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영상, 음향 등의 제조업에서 높은 입
지계수를 나타내고 서비스부문에서 음식, 숙박업, 고등
교육기관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시흥：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조
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수로는 방송업, 가구
제조업, 컴퓨터, 통신, 음향 등의 제조업에서 높은 입지
계수를 나타낸다.
·군포：문화산업의 사업체수에서는 기록매체복제업, 종사자수
에서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서 입지계수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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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조업에서는 기계, 전자, 음향 등의 전자부문,
통신 등뿐 아니라, 가죽제조업 등 경공업부문에서도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사업서비스의 사업체수에
서는 컴퓨터 관련자문업, 종사자수에서는 연구개발업
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
서는 유통업, 교육업 등에서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의왕：문화산업에서 기록 매체 복제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수
뿐 아니라, 종사자수에서 매우 높은 밀집도를 나타내
고 있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사업체들이 밀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같
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업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으로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전
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등의 부문에서 매우 높은 입
지계수를 나타냈으며, 가방 등의 가죽제조업의 종사자
수도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에서만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동시에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부문은
양자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다만 여행, 운
수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파주：문화산업부문에서 사업체수 기준으로 방송업, 기록매
체복제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기록매체 복제업과 인쇄 관련업체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인쇄, 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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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조업에서는 가구, 전기기계, 도자기 등 다양한 부문에
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서비스업에
서는 사업체수는 숙박, 음식, 금융부문에서, 종사자수
는 보험, 금융관련서비스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
내었다.
·이천：문화산업에서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서 높은 입지계
수를 나타내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자기 및 기타요
업제품서비스에서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사업체
수에서는 입지계수가 낮으나, 종사자수에서는 매우 높
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대전자 이천공장
이 이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서비스업에서
는 소매점, 음식점,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지만, 종사자 기준으로는 해당 업종
이 없다.

<표 Ⅲ-10>

수도권 도시의 입지계수(사업체수 기준)
수 원

문화
산업

방송업(5.79)

성 남

안 양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
련산업 (1.36)
기타오락관련산업(1.2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1.25)
기타오락관련산업(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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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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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신발제조업(1.2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1.5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1.38)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
조업(2.02)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
죽 제품제조업(2.54)
조업(2.09)
신발제조업(3.1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6.75)

제조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1.47)

사업
서비
스업
무점포소매업(1.32)
숙박업(1.20)
금융업(1.43)
관련 교육서비스업(1.30)
서비 고등교육기관(1.67)
스업 기타교육기관(1.39)

부 천

문화
산업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조
업(1.90)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1.63)
기타제품제조업
(1.24)

무점포소매업(1.24)
숙박업(1.80)
금융업(1.60)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1.32)
교육서비스업(1.34)
고등교육기관(1.28)
기타교육기관(1.36)
광 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
죽제품 소매업(1.23)
무점포소매업(1.25)
금융업(1.26)
교육서비스업(1.30)
기타교육기관(1.37)

안 산
뉴스제공업
(1.60)
기타오락관련
산업(1.27)

고 양
방송업(1.34)
공연산업(1.64)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1.3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33)
기타 전기기계
신발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및 전기변환장
(1.60)
음향 및 통신장 치 제조업(1.85)
비제조업(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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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광 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
조업(3.07)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16)

안 산

고 양

가죽제조업
(11.42)

가죽제조업
(2.10)
가구제조업
(3.59)

사업
서비
스업
무점포소매업
(1.32)
금융업(1.41)
개인 및 가정용
품임대업(1.35)
교육서비스업
(1.30)
기타교육기관
(1.40)
금융 및 보험관
련서비스업(2.76)

관련
서비
스업

과 천

오 산

기타전문, 과학기
술 서비스업(1.30)
방송업(1.62)
경기 및 오락
공연산업(1.27)
스포츠업(1.21)
문화 도서관, 기록보존
산업 소, 박물관 및 문
화관련산업(1.25)
뉴스제공업
(15.84)

제조업

무점포소매업
(1.82)
전기통신업(1.27)
무점포소매업
금융업(1.63)
(1.47)
개인 및 가정용
금융업(1.33)
품임대업(1.33)
개인 및 가정용
교육서비스업
품임대업(1.22)
(1.64)
기타교육기관
(1.69)

시 흥

방송업(1.3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2.7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1.84)

가구제조업
(1.90)

군 포

기록매체복제업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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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군 포

컴퓨터 및 사무
용기기제조업
(3.3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제조(2.9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제조업(4.20)

컴퓨터 및 사무
용기기제조업
(3.0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제조업(2.6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제조업(3.98)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업(1.41)
사업 자료처리 및 컴퓨
서비 터시설관리업
스업 (1.27)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4.18)
소매업; 자동차제
외(1.38)
무점포소매업
(1.62)
통신업 (1.66)
음식점업(1.20)
전기통신업
고등교육기관
(1.93)
(1.92)
관련
교육서비스업
서비
(1.33)
스업
기타교육기관
(1.36)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숙박업(2.14)
(2.39)
금융업 (2.6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02)
무점포소매업
(1.47)
금융업(1.25)
개인 및 가정용
품 임대업(1.39)
교육서비스업
(1.42)
기타교육기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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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문화 1.16)
산업
기록매체복제업(4.02)

파 주

이 천

방송업(1.79)
기록매체복제업(1.69)

가죽제조업 (1.78)
신발제조업(1.29)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품제조업(1.90)
환장치 제조업(1.5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제조업(
1.80)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1.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
조업(3.65)
가구제조업(4.6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40)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29.00)

사업 연구 및 개발업(1.61)
서비
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
용품소매업(1.33)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28)
숙박업 (1.23)
금융업(1.50)
음식점업(
1.26)
관련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금융업(
1
.
3
7)
서비 (1.37)
스업 교육서비스업(1.50)
고등교육기관(1.56)
기타교육기관(1.50)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소매업(1.35)
음식점업(1.20)
금융업(1.72)
교육서비스업(1.33)
기타교육기관(1.21)

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표 Ⅲ-11>

수도권 도시의 입지계수(종사자수)
수 원

문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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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공업(1.41)

성 남

안 양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1.3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서비스업(1.59)
(1.29)
기타오락관련산업(1.23)
기타오락관련산업(1.4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조업(1.25)
통신장비제조업(1.2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71)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기제조업(7.44)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전자부품, 영상, 음 죽제품제조업(2.89)
변환장치 제조업(3.42)
향 및 통신장비제조 신발제조업(3.48)
업(2.48)
연구 및 개발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사업 (1.56)
자문업(1.23)
서비
스업
연구 및 개발업(4.02)

무점포소매업(1.36)
교육서비스업(1.25)
고등교육기관(
1.43)
관련
기타교육기관(
1.36)
서비
스업

소매업; 자 동 차 제 외
(1.20)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20)
음식점업(1.26)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1.43)
교육서비스업 (1.55)
기타교육기관 (1.47)
통신업(2.02)
전기통신업(2.36)
고등교육기관(2.04)

소매업; 자동차제외
(1.2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소매업(1.50)
무점포소매업(1.72)
통신업(1.23)
전기통신업(1.36)
교육서비스업(1.36)
기타교육기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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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광 명

안 산

고 양

기타전문, 과학기
술서비스업(1.35)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인쇄 및 인쇄관
(1.22)
문화
산업(1.25)
련산업(1.39)
경기 및 오락스포
산업
츠업(1.28)
기타오락관련산업
(1.25)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1.28)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
업(1.38)
경기 및 오락스
포츠업(1.74)
인쇄 및 인쇄관
련산업(1.51)

가구제조업
(1.5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1.34)

가죽제조업(1.72)
신발제조업(1.48)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제조업
(1.20)

기타제품 제조업
(1.49)

가방, 핸드백 및
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
조업(2.0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
조업(3.1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27)
사업
서비
스업
소매업; 자동차제
외(1.21)
관련
섬유, 의복, 신발
서비
및 가죽제품소매
스업
업(1.31)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95)
가죽제조업
(15.59)
컴퓨터 및 사무
용기기 제조업
(2.17)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제조업(3.16)
연구 및 개발업
(1.33)

무점포소매업
(1.40)
개인 및 가정용 무점포소매업
품 임대업(1.54) (1.26)
교육서비스업
(1.42)

소매업; 자동차
제외(1.30)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소
매업(1.32)
음식점업(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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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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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
스업(1.51)
전기통신업(1.25)
개인 및 가정용
품 임대업(1.55)
교육서비스업
(1.81)

개인 및 가정용품 기타교육기관
관련 임대업(1.20)
(1.73)
서비
스업

금융 및 보험관
련서비스업(4.27)
과 천

오 산

시 흥

기타오락관련산
업(1.34)

군 포
경기 및 오락스
포츠업(1.24)

건축기술 및 엔지
니어링서비스업
(4.09)
공연산업(6.06)
문화 기타오락, 문화 및
산업 운 동 관 련 산 업
(3.84)
도서관, 기록보존
소, 박물관 및 문
화관련산업(10.16)
경기 및 오락스포
츠업(5.25)
컴퓨터 및 사무 전자부품, 영상,
용기기제조업
음향 및 통신장
(1.90)
비제조업(1.62)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5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2.6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
(2.0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제조업(2.80)

가 죽 제 조 업
(3.2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제조업(2.7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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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

오 산

시 흥

군 포

전문,과학 및 기
술서비스업(1.64)
정보처리 및 기타
사업 컴퓨터운영 관련업
서비 (4.18)
스업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12.39)
자료처리 및 컴퓨
터 시설관리업(3.23)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관련 (1.21)
서비 통신업(1.84)
스업
전기통신업(2.34)
의 왕

연구및개발업
(2.45)

기타상품전문소
매업(1.23)
무점포소매업
(1.56)

무점포소매업
(1.75)
교육서비스업
(1.20)
기타교육기관
(1.46)

고등교육기관
(2.34)
파 주

이 천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91)
문화
산업

기록매체복제업(32.45) 기록매체복제업(5.02)

기타전문, 과학기술서
비스업(1.3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6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신발제조업(1.47)
변환장치 제조업(1.4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67)
통신장비제조업(1.53)
제조업

가죽제조업(2.74)
가구제조업(6.22)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
가방, 핸드백 및 기타
품제조업(2.25)
가죽제품제조업(4.0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25)
기타제품 제조업(2.46)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11.6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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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사업
서비
스업 연구 및 개발업(7.58)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
관련 관련서비스업(1.31)
스업(1.40)
서비 교육서비스업(1.26)
스업

( 3 ) 첨 단 문 화 산 업 단지
지정 도 시
·춘천：이 지역은 문화산업적 기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 방송, 뉴스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오
락관련 부문의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더욱 많은 부문에서 입지계수가 높게 나
타나는데, 이들 부문외에도 출판업, 기타과학, 기술서비
스업, 공연산업의 입지계수가 1.2를 초과하고 있다. 제조
업 부문의 특화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업서비스업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연구
및 개발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종사
자수에서는 입지계수가 1.2를 상회하는 부문은 없다. 관
련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수로는 금융업, 고등교육기관,
숙박, 음식업체 등의 입지계수가 높으며, 종사자수로는
사업체수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는 부문외에도 소
매업, 통신업에서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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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산업에서는 방송업, 오락스포츠업에서 높은 입지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뉴스제
공업의 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사자
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업에서는 사
업체수는 많지 않으나, 종사자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주방송이 존재하는 데 기인한다. 문화
산업 관련제조업에서는 사업체수가 많지 않으나 종사
자수기준으로은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업, 컴퓨
터 용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업종의
관련 대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기타서비
스업에서는 유통, 금융, 교육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
타내고 있다.
·전주：문화산업에서는 사업체수가 건축관련, 전문과학기술서
비스업, 공연산업, 오락 문화관련,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봉제의복제조업에서만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서 높은 입지계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서비스업에서
는 유통업과 통신업, 교육기관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
이고 있다.
·대전：문화산업의 뉴스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문화산업 등에 사업체와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
며, 방송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에서는 종사자가 많
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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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는 특별히 밀집되어 있는 부문이 없으나, 종사자수
는 가죽제품, 신발제조업에서 높은 입수계수를 나타내
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연구 및 개발업에서 특히
종사자수의 경우 8.18의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으
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종에서 사업체가 몰려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서
비스업에서 사업체수는 전기통신업,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종사자수는 이들 부문뿐 아니라
유통업, 금융업부문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다.
·부천：문화산업의 사업체수에서는 인쇄관련업체가 많고, 종
사자수에서는 이들과 함께 오락관련업종에서 높은 입
지계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가죽제품, 컴퓨
터, 전자부품 등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
며, 기타서비스업에서는 금융업, 유통업에서 높은 입지
계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방도시로는 문화산업적인 기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 전문디자인, 영화방송, 공연산업, 경기스포츠업
등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관련 사업서비스업, 연구개발
업, 금융업, 교육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문화산업적인 기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주：문화산업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입지계수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수에서는 기록매체
복제업, 방송업, 뉴스제공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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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종사자수에서는 공연산업 등에서 높은 입지계
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도자기 및 기타요
업제품 부문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타서비스 부
문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밀집
되어 있다.
<표 Ⅲ-12>

지정도시의 입지계수(사업체수)
춘 천

청 주

전 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
링 서비스업(1.39)
영화, 방송 및 공연산
기타전문, 과학기술서 기타전문, 과학기술서비
업(1.42)
비스업(1.21)
스업(1.45)
영화산업(1.66)
영화, 방송 및 공연산 공연산업(1.45)
뉴스제공업(4.51)
업(1.20)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문화 도서관, 기록보존소,
영화산업(1.26)
관련산업(1.20)
산업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
공연산업 (1.4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업(1.3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
기타오락관련산업
(1.26)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
(1.21)
물관 및 문화관련산업
(1.53)
뉴스 제공업(2.09)
봉제의복제조업(1.26)

제조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사업
자문업(1.56)
서비
연구 및 개발업(1.69)
스업

관련
숙박업(1.48)
서비
음식점업(1.30)
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1.23)

가전제품, 가구 및 가
정용품소매업(1.21)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24)
무점포소매업(1.3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소매업(1.29)
무점포소매업(1.48)
전기통신업(1.56)
금융업(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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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청 주

전 주

금융업(1.92)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
스업 (1.24)
기타교육기관(1.25)

관련
서비
스업
금융업(2.10)
고등교육기관(2.73)
대 전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1.24)
교육서비스업(1.37)
기타교육기관 (1.48)
고등교육기관 (2.17)

부 천

광 주

전문디자인업
(1.5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1.24)
영화산업(1.39)
도서관,기록보존
공연산업(1.50)
소, 박물관 및 문 인쇄 및 인쇄관
기타오락, 문화
화
관련산업
련산업(1.51)
문화
및 운동관련산
산업 (1.20)
업(1.27)
경기 및 오락스
포츠업(1.36)
기타오락관련산
업(1.26)
뉴스제공업(4.85)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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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기록매체복제업
(1.80)
방송업(1.38)
뉴스제공업
(1.99)

기록매체복제업
(2.15)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
조업(3.71)
컴퓨터 및 사무
용 기기제조업
(2.8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5.49)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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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부 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업(1.37)
컴퓨터시스템 설
사업 계 및 자문업(1.22)
서비 자료처리 및 컴퓨
스업 터 시 설 관 리 업
(1.42)

광 주

경 주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연구 및 개발업
(1.39)
(1.24)
연구 및 개발업
(1.34)

연구 및 개발업
(2.90)

전기통신업(1.32)
금융업(1.26)
관련 고등교육기관
서비 (1.72)
스업

<표 Ⅲ-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소
매업(1.21)
무점포소매업
(1.32)
금융 및 보험관
련서비스(1.36)
개인 및 가정용
품 임대업(1.20)
고등교육기관
(1.28)
기타교육기관
(1.24)

상품중개업
(1.57)
숙박업(1.66)
음식점업(1.36)
금융업(1.56)
고등교육기관
(1.38)

지정도시들의 입지계수(종사자수)
춘 천

청 주

전 주

출판업(1.49)
기타전문, 과학기술서비
기타전문, 과학기술서
스업(1.30)
문화 비스업(1.24)
영화,방송 및 공연산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영화,방송 및 공연
업(1.31)
산업(1.59)
산업(1.66)
방송업(1.96)
영화산업(1.46)
기타오락, 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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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청 주

방송업(1.47)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1.64)
뉴스제공업(1.33)
도서관, 기록보존소,
기타오락관련산업
박물관 및 문화관련산
(1.03)
문화 업(1.48)
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95)
기타오락관련산업
(1.42)
공연산업(2.44)

방송업(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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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운동관련산업(1.28)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
물관 및 문화관련산업
(1.2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41)
기타오락관련산업(1.2)

공연산업(2.89)

기타 전기기계 및 전
기변환장치 제조업
(1.72)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요업
제품제조업(4.0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2.55)
봉제의복제조업(2.5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0)

사업
서비
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
정용품 소매업(1.23)
숙박업(1.27)
관련
음식점업(1.40)
서비
통신업(1.57)
스업
전기통신업(1.74)
교육서비스업(1.56)
기타교육기관(1.2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소매업(1.25)
무점포소매업(1.82)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
스업(1.71)
교육서비스업(1.22)
기타교육기관(1.20)

소매업;자동차제외
(1.27)
섬유, 의복, 신발 및 가
죽제품소매업(1.46)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
용품소매업(1.4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25)
통신업(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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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청 주

전 주
전기통신업(1.81)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1.34)
교육서비스업(1.35)
고등교육기관(1.46)
기타교육기관(1.45)

관련
서비
스업
고등교육기관(3.69)
대 전

방송업(1.62)
도서관, 기록보존
소, 박물관 및 문
화관련산업(1.70)
문화
출판업(1.86)
산업
기타오락관련산
업(1.13)

고등교육기관(2.00)
무점포소매업(2.23)
부 천
광 주
경 주
기타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
(1.25)
포츠업(1.20)
방송업(1.56)
인쇄 및 인쇄관
기타오락, 문화
련산업(1.93)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오락관련산
(1.23)
업(1.06)
기타오락관련산
업(1.31)

공연산업(1.23)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33)
경기 및 오락스
포츠업(1.46)
기타오락관련산
업(1.30)

뉴스제공업(2.51)
신발제조업(1.25)
가방, 핸드백 및
기타가죽제품제
조업(3.40)
기타 전기기계
가방, 핸드백 및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 제조업(3.68)
조업(2.4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2.85)
기타제품제조업
(2.02)
사업
서비
스업 연구 및 개발업
(8.18)

가구제조업(1.49)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
(3.4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
치 제조업(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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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부 천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
업(1.20)
기타상품전문소
매업(1.25)
무점포소매업
(1.36)
섬유, 의복, 신발
통신업(1.32)
관련 전기통신업(1.39) 및 가죽제품 소
매업(1.26)
서비 금융업(1.41)
스업 교육서비스업
(1.20)
고등교육기관
(1.90)
기타교육기관
(1.23)

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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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소
매업(1.34)
기타상품전문소
매업(1.21)
무점포소매업
(1.44)
음식점업(1.37)
전기통신업(1.30)
고등교육기관
개인 및 가정용
(1.88)
품 임대업(1.20)
교육서비스업
(1.20)
고등교육기관
(1.68)
기타교육기관
(1.32)
금융 및 보험관
숙박업(3.81)
련서비스업(2.12)

(4) 요 약
우선 서울과 광역시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이
발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산업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는 광주가 문화산업과 관련서비스산업에 유리한 산업
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대전이 관련서비스업에서, 인천에서는
문화관련제조업에서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는 문화산업에 불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대구 등은 제조업
도시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관련제조업의 집적은 그렇
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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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들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에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고양, 과천 등 단 2곳이고, 문화산업 관련제조업에서 밀집도가 높
은 지역은 부천, 안산, 파주 3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에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없으며, 관련서비스업에서는 수원, 성남, 안
양, 광명, 고양, 과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양과 과천시가 문
화산업과 관련서비스에서 밀집되어 있는 등 수도권의 문화산업적

<표 Ⅲ-14>

요 약 표
서울
◎
◎
◎
◎

문화산업
문화관련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관련서비스업

부산
△

대구

◯

△
△

△
△

◯

◯

광주
◎
△

인천
△
◎

울산

대전

◯

◯

◯

△
△

△

◯

◎

◯

◯

◎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파주 이천
문화산업 △ ◯ ◯ △ ◯ △ ◎ ◎ △ △ △ ◯ ◯ ◯
문화관련
△
제조업

◯

◯

◎

△ ◎

◯

△

△

◯

◯

◯

◎

△

사업
△
서비스업

△

△

△

△

△

△

◯

△

△

◯

◯

△

◯

관련
◎ ◎ ◎
서비스업

△

◎

◯

◎ ◎

◯

△

◯

◯

△

△

문화산업
문화관련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관련서비스업

춘천
◎
△

청주
◎

◯

△
◎

◎

◯

전주
◎
△
△
◎

대전

부천

◯

◯

△

◎
△
△

◯

◎

주：1) ◎는 해당 도시의 해당 산업의 밀집도가 매우 높음.
주：2) ◯는 해당 도시의 해당 산업의 밀집도가 보통.
주：3) △는 해당 도시의 해당 산업의 밀집도가 낮음.

광주
◎
△

경주
◎

◯

△
◎

◎

◯

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113

여건은 미비하고, 서울이 수도권 지역의 문화관련산업 부문을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도시는 문화관련산업들이 비교적 밀집되
어 있었다. 춘천, 청주, 전주, 광주, 경주 5곳이 문화산업과 관련서
비스업이 밀집되는 특징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대전의 경
우에도 문화산업부문은 다소 취약하지만 사업서비스 부문이 다른
지역보다 밀집되어 있고, 부천의 경우에는 문화산업관련제조업이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3. 서울 문화산업의 심층분석
( 1 ) 서 울 시문 화 산 업 의일반 현황
1) 서울 산업 대비 문화산업의 비중

1999년 현재 서울 산업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Ⅲ-15>와 같다. 사업체 수 측면에서, 서울 전 산
업의 총 사업체 수인 69만 205개 가운데 문화산업 사업체 수는 3
만 5,507개로 전체의 5.4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5>

서울시 문화산업 비중(1999)
단위：개, 명, %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산업
690,205
3,367,652

문화산업
37,522
186,186

문화산업 구성비
5.44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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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종사자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의 전체 산업 총
종사자 수인 336만 7,652명 가운데 문화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6,186
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2) 전국 대비 서울 문화산업의 비중
① 하위산업별 서울 집중도
전국의 문화산업 중에서 서울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16>과 같다. 사업체 수 측면에서 서울 문화
산업은 전국 문화산업의 2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 문화산업의 총 종사자수 가운데 43.7%가 서울 문
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산업 내 하위 산업별 서울 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수 측면에서는 광고산업(52.3%), 출판산업(37.9%),
영상산업(36.1%)의 순으로 서울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광고산업(89.6%), 영상산업(51.6%),
출판산업(47.5%), 음반산업(45.7%) 순으로 서울 집중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20) 이때, 통계상으로 서울의 전 산업 가운데 문화산업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도 통계이므로 2001년 현재 서울 문화산업의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문화산업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최
근 몇 년 사이에 성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998년 서울의 문화산업체 수는 3만 2,499개로 전 산업의 4.9%를 차지했
으며, 종사자수는 15만 8,055명으로 전 산업의 4.68%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문화산
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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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산업의 집중도와 입지계수
단위：개, 명, %

분

류

전국(1999년) 서울(1999년) 서울에의 집중도서울의입지계수(LQ)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제작
3,415 48,530
배급
2,157 17,657
출 판
이용
8,468 27,774
계
14,040 93,961
제작
286 1,930
배급
499 2,157
음 반
이용
3,151 5,481
계
3,936 9,568
제작
434 4,004
공 연 이용
241 2,092
계
675 6,096
제작
2,421 14,353
배급
175
763
영 상
이용
2,617 6,807
계
5,213 21,923
방송산업(제작)
1,188 21,122
광고산업(제작)
4,107 17,898
관리운영산업(이용)
242 3,294
제작
3,774 49,965
배급
1,505 6,464
게 임
이용 71,016 146,161
계
76,295 202,590
대여점
32,592 46,930
자영예술가
367 2,489
문화 산업
138,655 425,871
모든 산업
2,927,330 12,920,289

2,243 34,023
914 7,543
2,164 8,219
5,321 49,785
199 1,327
265 1,244
774 1,797
1,238 4,368
154 1,363
84 1,014
238 2,377
1,012 9,652
79
415
795 2,260
1,886 12,327
226 8,265
2,150 16,044
49
323
2,601 39,713
863 4,583
15,230 36,779
18,694 81,075
7,610 11,256
140
366
37,552 186,186
690,205 3,367,652

65.7
42.4
25.6
37.9
69.6
53.1
24.6
31.4
35.5
34.9
35.2
41.8
45.1
30.4
36.1
19.0
52.3
20.3
68.9
57.3
21.4
24.5
23.3
38.1
27.1
-

70.1
42.7
29.6
47.46
68.8
57.7
32.8
45.7
34.0
48.5
41.3
67.2
54.4
33.2
56.2
39.1
89.6
9.8
79.5
70.9
25.2
40.0
24.0
14.7
43.7
-

2.79
1.80
1.08
1.61
2.90
2.25
1.04
1.33
1.50
1.48
1.49
1.77
1.91
1.29
1.65
0.81
2.22
0.86
2.92
2.43
0.91
1.04
0.99
1.62
1.15
-

2.69
1.64
1.14
2.03
2.64
2.21
1.26
2.03
1.31
1.86
1.58
2.58
2.09
1.27
2.16
1.50
3.44
0.38
3.05
2.72
0.97
1.54
0.92
0.56
1.68
-

자료：통계청, 2000,「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 서울시, 2000,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
자주：관리운영산업은 사적지 및 박물관 관리 운영 산업을 의미함. 대여점은 서적, 음
반, 비디오테이프 등을 대여해주는 산업을 의미함. 비디오대여점, 책대여점 등임.
자영예술가는 몇몇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함. 서울에의 집중도는 전국의 해당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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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위 산업별 특화 분석(LQ)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의 특화정도를 알려주는 입지계수(LQ)를 통해
서울 문화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Ⅲ-16>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문화산업 내 하위산업 대부
분은 특화정도를 알려주는 입지계수가 1.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만, 출판, 게임의 이용단계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입지
계수가 1.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산업별로 입지계수가 큰 것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수로는 광고산업(2.22), 영상산업(1.65), 출판산업
(1.61) 순으로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사자 수
로는 광고산업(3.44), 영상산업(2.16), 출판산업(2.03)의 순으로 특
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방송산업은 사업체 수로는 입지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 특화산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입지계수가 1.50으로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는 방송사가 단독 형태, 지사 형태, 본사 형태 등으로 구
분되어 각각 하나의 사업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가치사슬단계별 서울 집중도
서울시 문화산업을 가치사슬 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7>과 같다. 문화산업 제작업체들의 서울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는 게임산업, 음반산업, 출판산업, 영상산
업이었고, 배급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들 가운데 서울 집중
도가 높은 산업으로는 게임산업, 음반산업, 영상산업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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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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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별 서울 집중도(1999)

제작 단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배급 단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이용 단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음반산업(69.6)광고산업(89.6)게임산업(57.3) 게임산업(70.9) 공연산업(34.9) 영상산업(33.2)
게임산업(68.9) 게임산업(79.5) 음반산업(53.1) 음반산업(57.7) 영상산업(30.4) 음반산업(32.8)
출판산업(65.7) 출판산업(70.1) 영상산업(45.1) 영상산업(54.4) 출판산업(25.6) 출판산업(29.6)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산업의 전국 총계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백분율임.

타났다. 이용단계에서의 서울 집중도는 제작이나 배급단계에 비해
높지 않으나, 그 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는 공연산업, 영상산업,
출판산업, 음반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가치사슬단계별 특화 분석(LQ)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가치사슬단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입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게임제작산업(2.92)이며,
그 다음에 음반제작산업(2.90), 출판제작산업(2.79)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수의 특화계수는 게임제작산업(3.05)
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게임배급산업(2.72), 출판제작산업
(2.69), 음반제작산업(2.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당 산업을 제작단계, 배급단계, 이용단계 별로 구분하

<표 Ⅲ-18>

가치사슬단계별 서울시 문화산업의 특화계수(1999년)

사업체 수

제작업체
2.31

배급업체
2.07

이용업체
0.96

종사자 수

2.65

1.96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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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작단계에서의 특화계수가 가장 높고, 이용단계에서의 특화
계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출판산업의 경우 제작은 2.79, 배급은 1.80, 이용은 1.08 등으
로 이용단계에서 서울이 해당 산업에서 갖고 있는 특화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산업의 이용단계의 경우, 소비시장에 근접하
여 분산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각 산
업의 제작단계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
면 제작에 필요한 산업적 요소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문화산업의
시간적 변화( 1995 ~ 99 )
1) 전체 문화산업의 성장 분석
1999년의 문화산업은 1995년에 비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문화산업의 총 사업체
수는 1995년 3만 5,564개에서 1999년 3만 7,552개로 연평균 1.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 종사자 수의 경우에도 각기 17만
8,127명에서 18만 6,186명으로 연평균 1.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전체 산업은 사업체수로는 1995년 70만
8,025개에서 1999년 69만 205개로 연 평균 0.6%의 감소를 보이고,
종사자수로는 1995년 387만 4,597명에서 1999년 336만 7,652명으로
3.3% 감소하고 하고 있다.
문화산업과 서울 전체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연평균

제Ⅲ장 도시별 문화산업의 구조와 평가

<표 Ⅲ-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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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산업의 성장률
단위：개, 명, %

업

종

1995년
1999년
연평균 성장률(1995~9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문화산업
35,564 178,127
서울내 모든산업(A) 708,025 3,874,597

37,552 186,186
690,205 3,367,652

1.4
-0.6

1.1
-3.3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기준).

증가율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서울 산업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문화산업이 퇴출되는 산업의 빈자리를 채우는 신산
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사업체수가
최근에 와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8년 서울 문화산업의 사업체수는 3만
2,499개에서 1999년 3만 7,522개로 나타나 연간 15.7%의 성장을 보
이고 있다. 종사자수는 1998년 15만 8,055명에서 1999년 18만 6,186
명으로 연간 17.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 가치사슬단계별 성장 분석

문화산업의 성장률을 가치사슬별로 나누어 비교해볼 때, 같은
1995년에서 1999년동안 배급단계에서의 감소가 사업체수는 -3.8%,
종사자 수는 -7.3%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산업 중 제작단계는 오히려 사업체 수는 5.8%, 종사자 수는
4.3%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문화산업이 제작단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산
업과 관련한 혁신인프라, 관련산업의 존재, 다양한 창조적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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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가치 사슬별 성장률
단위：개, 명, %

제

작

배 급
이 용
문화산업

1995년
1999년
연평균 성장률(1995~9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7,092
94,603
8,725
110,753
+5.8
+4.3
2,502
25,970
35,564

19,423
64,101
178,127

2,121
26,706
37,552

13,785
61,648
186,186

-3.8
+0.7
1.4

-7.3
-0.9
1.1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기준).

서울에 집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급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감
소한 것은, 시장에 가장 근접한 이용단계가 시장 상황, 즉 경제 침
체에 따른 시장 수요의 감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하위 산업별 성장 분석

서울시 문화산업 가운데 하위산업별로 1995년에서 1999년 동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영상산업(사업체수 14.7%, 종사자수
6.4%)이며, 방송산업은 사업체수는 12.9%씩 증가했으나 종사자수
로는 감소했다. 또 광고산업은 사업체수(8.3%), 종사자수(17.1%)
모두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성장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자영예술가(사업체 수 -16.1%, 종사자 수 -15.6%)이며, 그
다음으로 관리운영산업(-8.7%, -13.9%), 출판산업(-5.5%, -6.2%)
등이다.
이를 전체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하였을 경우 전체
문화산업의 평균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인 산업은 영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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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성장률
단위：개, 명, %

업종

단계
제작
배급
출판
이용
계
제작
배급
음반
이용
계
제작
공연
이용
계
이용
제작
배급
영상
이용
계
방송산업 제작
광고산업 제작
관리운영산업이용
제작
배급
게임
이용
계
대여점(이용)
자영예술가(제작)

1995년
1999년
연평균 성장률(1995~99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3,074
40,840
2,243
34.023
-6.7
-4.2
871
13,314
914
7,543
1.2
-10.8
2,868
12,121
2,164
8,219
-6.1
-8.0
6,813
66,275
5,321
49,785
-5.5
-6.2
163
1,409
199
1,327
5.5
-1.5
186
1,780
265
1,244
10.6
-7.5
1,116
2,498
774
1,797
-7.7
-7.0
1,465
5,687
1,238
4,368
-3.9
-5.8
44
367
154
1,363
62.5
67.8
183
2,235
84
1,014
-13.5
-13.6
2,602
238
2,377
1.2
-2.2
460
7,215
1,012
9,652
30.0
8.4
51
542
79
415
13.7
-5.9
676
2,049
795
2,260
4.4
2.6
1,187
9,806
1,886
12,327
14.7
6.4
149
10,952
226
8,265
12.9
-6.1
1,612
9,538
2,150
16,044
8.3
17.1
75
728
49
323
-8.7
-13.9
1,197
23,306
2,601
39,713
29.3
17.6
1,394
3,787
863
4,583
-9.5
5.3
11,675
32,358
15,230
36,779
7.6
3.4
14,266
59,451
18,694
81,075
7.8
9.1
9,377
12,112
7,610
11,256
-4.7
-1.8
393
976
140
366
-16.1
-15.6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기준).

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공연산업이다. 제작단계별 산업을 비교하
였을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문화산업 전체 제작단계의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5.8%였으며, 종사자의 경우엔 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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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에서, 문화산업 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
가한 산업은 영상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게임산업이다. 제작단
계에서, 문화산업 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한 산업은 출판
산업, 음반산업, 공연산업, 관리운영산업, 자영예술가 등이다.

( 3 ) 입 지분포( 19 9 9 년 )
1) 문화산업의 구별 사업체 분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문화산업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지
역은 강남구로 서울 문화산업의 9.4%가 입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
로 서초구(7.0%), 중구(6.0%), 영등포구(5.9%)의 순으로 문화산업
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2>와 같다.
출판산업은 중구(11.3%), 종로구(9.8%), 마포구(8.7%), 강남구
(7.9%) 순으로 입지해 있고 음반산업은 강남구(11.6%), 종로구
(10.6%), 중구(9.1%), 서초구(8.4%)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산업은
강남구(20.0%), 서초구(9.8%), 마포구(6.3%), 영등포구(6.3%) 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산업은 영등포구(26.5%), 강남구(13.0%), 마포구(8.1%) 순
으로 나타나 있다. 영등포에 방송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방송산
업의 여의도 중심성이 두드러진다. 공연산업은 종로구(17.1%), 강
남구(16.2%), 서초구(9.8%), 영등포구(7.3%) 순이고 관리운영산업
은 종로구(49.0%), 강남구(12.2%) 순이다.
광고산업은 중구(29.4%), 강남구(28.4%), 서초구(10.9%) 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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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분포(사업체 기준)

출판 음반 공연 영상 방송 광고

관리
자영 문화
게임 대여점
운영
예술 산업

강남구

7.9

11.6

16.2

20.0

13.0

28.4

12.2

9.1

4.8

8.6

9.4

강동구

2.2

2.4

1.7

1.7

2.7

1.2

2.0

4.1

4.7

0.7

3.6

강북구

1.7

1.0

1.1

1.0

1.3

0.5

0.0

2.5

3.5

2.9

2.4

강서구

2.9

3.4

1.7

2.4

3.6

0.6

0.0

3.4

4.1

0.7

3.3

관악구

3.2

2.3

1.5

5.5

3.1

1.7

2.0

4.4

5.8

0.7

4.4

광진구

2.8

3.0

2.4

3.3

1.3

0.9

2.0

5.1

4.1

2.1

4.1

구로구

2.0

1.8

1.0

2.7

1.3

2.2

2.0

2.6

3.8

1.4

2.7

금천구

1.5

2.2

0.4

0.5

0.4

0.5

0.0

2.0

2.4

0.7

1.9

노원구

1.9

2.0

0.6

1.3

1.3

0.1

0.0

2.8

4.8

0.7

2.8

도봉구

1.4

1.0

0.9

0.8

0.9

0.2

2.0

2.0

3.4

0.0

2.0

동대문구

4.7

2.8

0.6

3.6

2.2

1.5

4.1

4.1

4.7

1.4

4.1

동작구

2.1

2.2

2.8

2.9

1.3

0.4

0.0

3.1

4.7

5.0

3.2

마포구

8.7

4.8

5.9

6.3

8.1

4.4

0.0

3.2

4.1

4.3

4.5

서대문구

3.7

2.3

1.9

6.0

1.3

0.9

2.0

3.2

4.1

0.0

3.4

서초구

6.8

8.4

9.8

9.8

7.6

10.9

2.0

7.8

3.5

5.0

7.0

성동구

2.3

2.6

1.5

1.4

0.9

1.0

0.0

2.1

3.2

2.9

2.3

성북구

3.0

2.7

1.7

2.3

1.3

0.6

4.1

3.0

5.0

1.4

3.2

송파구

3.8

6.4

3.8

4.4

2.7

2.2

2.0

4.5

5.6

2.9

4.6

양천구

2.3

2.7

4.5

0.9

6.7

1.2

0.0

3.2

4.5

1.4

3.2

영등포구

5.5

5.0

7.3

6.3

26.5

6.3

2.0

6.3

4.6

7.1

5.9

용산구

4.7

4.5

6.4

2.8

2.7

1.2

6.1

7.3

2.7

15.7

5.3

은평구

2.2

2.7

1.5

2.1

2.2

0.5

0.0

2.9

4.8

2.1

3.1

종로구

9.8

10.6

17.1

6.0

3.6

2.6

49.0

3.3

1.4

23.6

4.4

중 구

11.3

9.1

6.2

4.7

2.7

29.4

6.1

4.5

1.4

7.1

6.0

중랑구

1.5

2.4

1.3

1.3

0.9

0.4

0.0

3.5

4.5

1.4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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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 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별 각 문화산업 입지 순위(1999년)
출판
4
5
2
1
3
-

음반
1
4
2
3
-

영상
1
2
3
3
-

방송
2
4
3
1
-

공 연 관리운영 광 고
2
2
2
3
3
1
1
3
1
4
4
-

게임
1
2
4
3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기준).
자주：1)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사업체 수의 입지분포를 자치구별로 순위매김한 것임.
자주：2) 순위매김은 1위~4위를 기본으로 하나, 사업체의 수가 너무 차이날 경우엔
유의미한 순위만 표시하였음(관리운영산업의 경우).

게임산업은 강남구(9.1%), 서초구(7.8%), 용산구(7.3%), 영등포구
(6.3%) 순이다. 대여점은 관악구(5.8%), 송파구(5.6%), 성북구
(5.0%) 순으로 나타나 있다.
공연산업, 관리운영산업, 광고산업 등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입지분포에 있어서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요
컨대, 공연과 관리운영산업의 경우에는 종로구와 강남구에, 그리
고 광고산업의 경우엔 중구와 강남구에 20%가 넘는 입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매우 높은 편중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산업별 입지분포 결과를 다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구분
하여 보면,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등의 7개 구에 집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적 성격이 아닌
이용업체 등의 서비스 차원의 성격이 강한 대여점을 제외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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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단계별 자치구별 입지 현황(1999년)
단위：%, 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 구
중랑구
합 계

해당 단계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자치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제 작
배 급
이 용
제 작
배 급
이 용
22.7
8.9
5.2
54.4
5.7
39.9
1.0
3.7
4.4
6.7
6.1
87.2
0.6
0.9
3.1
5.4
2.4
92.2
1.1
3.2
3.9
7.9
5.9
86.2
1.8
1.5
5.4
9.2
2.1
88.8
2.6
2.6
4.7
14.2
3.8
82.0
1.6
1.3
3.2
13.2
2.8
84.0
0.8
1.2
2.3
9.2
3.9
86.9
0.4
0.7
3.8
3.3
1.4
95.3
0.4
0.8
2.6
4.3
2.5
93.2
2.4
3.6
4.6
13.6
5.2
81.2
1.2
1.3
3.9
8.7
2.4
88.9
7.6
5.1
3.5
38.0
6.8
55.2
2.4
0.9
4.0
15.6
1.6
82.7
13.9
8.4
4.6
45.3
7.2
47.5
1.6
1.4
2.6
16.1
3.5
80.3
1.1
1.7
4.1
7.5
3.1
89.3
2.7
4.8
5.1
13.6
6.2
80.2
1.2
1.3
3.9
8.5
2.4
89.1
9.2
6.6
4.8
35.5
6.6
57.9
3.9
3.6
5.9
16.7
4.1
79.2
0.9
1.5
3.9
7.0
2.9
90.1
6.2
16.1
2.8
32.4
21.7
45.9
10.8
18.2
3.4
41.3
18.0
40.6
0.6
0.7
4.1
4.7
1.3
94.0
100.0
100.0
100.0
22.1
6.0
71.9
(7,837)
(2,121)
(25,549)
(7,837)
(2,121) (25,549)

자료：서울시, 2000,「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
자주：( ) 안의 숫자는 사업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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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단계별 구별 분포 현황
가치사슬단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분포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다. 제작단계는 강남구(22.7%), 서초(13.9%), 중구
(10.8%)에 분포되어 있고 배급단계는 주로 중구(18.2%), 종로구
(16.1%), 강남구(8.9%)에 있으며, 이용단계는 대부분의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제작 사업체는 특정 자치구에 집중한 반면에, 이용 단계
사업체는 여러 자치구에 분산 입지하고 있다. 제작단계 사업체의
경우 서울의 문화산업 최다 분포지역인 강남구에 22.7%가 입지한
반면에, 노원구와 도봉구에는 0.4%만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용단계 사업체가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용산구
에도 5.9%만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용업체가 가장 적게 입지한 금
천구에도 2.3%가 입지하고 있어, 자치구 별 분포 차이가 그리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단계에서는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소비자를 찾아 분산 입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배급단계의 경우에도 제작단계와 비슷하게 특정 지역으로
의 집중 현상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인 형태의 기업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서 오피스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중구, 종로,
강남구에 집중하고 있다. 배급단계 사업체의 18.2%가 중구, 16.1%
가 종로구, 8.9%가 강남구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 가운데 제
작단계 사업체 수는 7,837개로 20.6% 정도이고, 배급단계는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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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6.3%, 이용단계는 2만 3,780개로 73.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이용단계에 있으며, 그 다음이 제작단계에 있다.
또한 <표 Ⅲ-24>에 따르면 제작단계 업체의 경우 서울의 평균치
인 22.1%를 상회하고 있는 자치구로는 강남구(54.4%), 서초구
(45.3%), 중구(41.3%), 마포구(38.0%), 영등포구(35.5%), 종로구
(32.4%) 등이 있다. 이러한 제작단계 업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들 지역이 바로 서울 문화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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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멀티미디어 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분석

1.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
다음은 대표적인 뉴미디어산업 클러스터로 손꼽히고 있는 캐나
다의 토론토시, 미국의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시를 사례로 하여
산업의 입지 성향, 연관산업의 분포 상태, 사업관행 및 기구 그리
고 각 시의 공공정책 및 유관 공공기관 등을 초점으로 비교 분석
해보고자 한다.

( 1 ) 도 시입지 성향
토론토와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세 도시는 멀티미디어라는 새로
운 산업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보
이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의 토론토는 자국의 동 산업활동 비중으로 볼 때,
1/4~1/3을 점유하고 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역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표
Ⅳ-1>은 최근에 조사된 멀티미디어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
는 자료로서 특히 동 산업이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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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멀티미디어산업이 주요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시
기업 수(개)
고용(명)
토론토
259
8,000 ～ 12,000
샌프란시스코
727
샌프란시스코
379
26,075
뉴욕
2,128
48,828

자료 출처
Brail, 1997
San Francisco Planning Dept, 1997
MDG.org et al, 1998
Coopers & Lybrand, 1997

자료：S. G. Brail(1998), The Paradox of Technological Change, Dept. of Geography,
University of Toronto.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련 기업들이 대규
모 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도심을 선호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토론토 지역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62%가
도시에 위치해 있고, 뉴욕은 65%의 기업들이 도심 맨해턴에 입지
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종종 사업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벌어지
고 있는 기존의 산업지역에 멀티미디어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멀티미디어 기업들
중 49%가 South of Market Area(SOMA)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의 금융가와 인접해 있고, 현
재는 과거 제조업 지역이 예술과 문화관련 기관, 디자이너 스튜디
오, 예술가 거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멀티미디어기업들이 가
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멀티미디어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
여있는 SOMA지역은 일명, 멀티미디어 걸치(Multimedia Gulch)라
고 불리워진다.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뉴욕시에 분포한 멀티미디어 기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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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앨리(Silicon Alley)라고 명명된 지역에 강력한 군집형태(뉴
욕시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약 52%)를 띠고 있다. 특히 동 지역은
금융서비스산업, 투자회사, 그리고 구미디어, 예술과 문화산업 관
련 사업자 및 고객들과 가까이 인접되어 있으며, 멀티미디어, 뉴미
디어 관련 전문 기술기업들이 동 지역에 입주하게 된 데에는 시정
부의 조세 인센티브와 도심 구건물의 재개발 등 공공사업도 긍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토론토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도심 가운데보다는
양편에 위치한 구 공업건물에 집적(토론토시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약 43%)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도심의
고객기업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고 주변에 문화와 콘텐츠 관련 기
업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입주해있어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업에 좋은 사업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2 ) 연 관산업의 관계
기업들과 연관 업체, 고객들간의 사업관계 구조는 기업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특히 멀티미디어 사업활동이 대도
시에 주로 집중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산업
은 인쇄, 시청각 매체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결과로 등장한 업
종이기 때문에 광고, 그래픽 디자인, 삽화, TV 방송, 영화, 출판 등
예술, 미디어, 정보산업 등과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성장하는 경향
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이다. 이와 아울러,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프로그래밍, 기타 기술요소들도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개발과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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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산업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동 산업의 클러스터 연구에 매
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토론토 멀티미디어산업의 초기 발달은 뉴미디어 제품에 대한
지역수요에 특히 의존하였다. 즉, 토론토 지역 멀티미디어 산업의
수요처 가운데 62%가 토론토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토론토
지역은 캐나다에서 멀티미디어와, 금융서비스 및 기타 생산자 서
비스산업 분야의 국내외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정보,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과 관련한 기업수요에 크게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영
어판 전자 및 인쇄매체를 제작하는 중심지이고, 영화, 비디오, 음
악, 텔레비전 등 분야의 프로덕션과 기타 문화 및 콘텐츠 산업발
전의 본거지이다.
그 결과, 토론토시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음반 등 문화산업
의 캐나다 전체 고용의 1/4을 점유하고 있고, 출판분야에서는 전
체 고용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연관산업들이 토론토 멀티미디어산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
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와 뉴욕시가 멀티미디어기업들의 도심 입지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에 비해, 샌프란시스코시는 동 산업의 발달배경을 주변
도시들의 인접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미국에서 15개 대규모 도시 중 4개 도시와 인
접한 높은 인구밀도를 갖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동 시내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수요처도 캘리포니아주에 널리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수요처의 업종은 광고, 통신,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게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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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기술 및 출판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Bay Area와 그외 지역에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Bay Area와 남가주 지역에
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장해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 수요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 공급에 있어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 집단은 멀티미디
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재들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인력 분야는 예술,
데이터베이스 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특수효과, 저술
등으로서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이들과 하도급 작업을 맡기고 있다.
요약하면, 샌프란시스코 멀티미디어 산업의 강점은 도시가 보유
하고 있는 예술, 문화분야의 역사성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분야의 인력과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실리콘 밸리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사업관행
멀티미디어산업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작업은 단기
계약에 의한 프리랜서의 고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표 Ⅳ-2>는
토론토,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 입지한 멀티미디어 기
업들의 규모, 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등을 비교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대부분은 여타산업에 비해 작은 규모이고,
회사 전체 고용의 약 25%를 필요에 따라 임시직, 프리랜서들을 자
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기업들은 동종 혹은 여타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협약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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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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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업들의 규모, 고용구조
평균 기업규모
정규직 프리랜서
(매출액기준
(%)
(%)
/백만 달러)

토론토
뉴욕

8
6

75
77

25
23

샌프란시스코

7

76

24

자료 출처
Brail, 1997
Coopers & Lybrand, 1997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1997 ;
MDG.org et al, 1998

는 것이 관행이다.
토론토는 멀티미디어산업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
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과 정보공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경쟁 기업간 사업협력과 비정규직의 고용
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들의 작업이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프리랜서들의 고용이 매우 빈번하여
일반 정규직과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토론토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
단으로 멀티미디어가 많이 이용되면서 광고 및 기타 정보통신업체
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관 기업들은 공동으로 프로젝
트를 수주하고 각 기업의 전문분야에 따라 작업을 나누어 벤처형
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음향 녹음,
애니메이션 등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부터 개별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요약하면, 이들 토론토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외부환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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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는 대신 연관 산업의 기업들과 제
휴 및 파트너십 개발을 통해 사업능력과 대외서비스 제공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사업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욕시는 약 2,000만의 인구(1997년 미국 센서스보고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 풀과 잠재적인 지원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문화예술, 금
융, 마케팅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산업과 밀접
한 멀티미디어산업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뉴욕시의 멀티미디어 기업간 상호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기업
들이 시장변화에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며, 거대한 인력 풀을 잘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 풀로부터 프리랜서
들을 전략적으로 자주 고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고용방법은 기업
이 보유하지 못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하청작업을 발주하는 방법
이다. 즉, 여타 산업보다도 작업의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고용방법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의 스탭을 임시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작업
기간 내에 풀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
여 작업을 돕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다른 두 도시 기업들에
비해 전문기업간 혹은 연관 산업의 기업간 협력사업과 정보공유,
그리고 특수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활용 등으로 사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샌프란시스
코는 첨단기술과 컴퓨터산업이 발달한 실리콘 밸리와 인접하여 필
요한 자원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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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멀티미디어와 예술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실리콘 밸리의 사업자들과 협력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령, 샌프란시스코의 멀티미디어
기업들은 실리콘 밸리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를 실험(베타 테스트)해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이고 비즈니스모델과 기술혁
신이 여타 분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사업위험
도가 높은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기업들은 기업
간 조인트벤처,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위험도를 낮
추고 특정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을 상호 공급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기업들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은 여타 두 도시 기업들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 공 공 정 책 , 공 공 기및관기타 민 간 협 의 체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업계는 물론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세 도시의 정책들은 각각 그 실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공공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다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는 멀티미디어가 시의 강
점을 더욱 살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와 국가경제에 주요 성장동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단위의 정책보다는 주와 연방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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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동 지역의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멀티미디어의 진흥을 Lower
Manhattan의 재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동 지역의 건물 임
대 비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
러 뉴욕정부는 기업들이 동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
및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시에 비해서는 정책이 멀티미디어산업에서
정보수집 차원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국한하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는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정책과 공공지원이 지자체 단
위보다는 주나 연방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실
행에 있어서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차지하는 업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토론토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의 멀티
미디어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협의체로는 Interactive
Multimedia Arts and Technologies(IMAT)이며, 본부가토론토에 소
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으로는 IMAT의 회원들 대부분은 토론토시에 집중(85%)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AT의 역할은 ① 문화와 멀티미디어 부
문의 일 자리 창출 ②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③ 문화와 정보
기술(IT)의 접목 ④ 캐나다 고유 콘텐츠의 제작 강화 ⑤ 신기술
개발 등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동 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산업내 일자리 광고를 게재하고 있
다. 토론토 지자체가 지역의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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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지원은 토론토 도심에서 10킬로미터에 위치한 East York
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지역은 전통산업
의 퇴조로 활기를 잃은 지역경제를“New Media Village”
라는 소단
위 멀티미디어 집적지를 개발하여 인프라 조성 및 기업에 대한 사
업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의 멀티미디어산업 진흥은 주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협의
체 등 3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가운데서는 New
York New Media Association(NYNMA)이라는 업계의 대표적인 협
의체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지역에 개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4년에 결성된 동 협의체는 초
기에는 뉴미디어산업을 뉴욕시에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뉴미디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 네트워크 강화
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세미나, 패널토의, 제품설명회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 협의체는“엔젤 투자”시리즈를 만
들어 새로운 기업이나 진취적인 인력들이 잠재적인 투자자금에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역시 시의 멀티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고 맨하튼 다운타운에 멀티미디어 기업 집적지가 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
고 있어 조세감면제도, 개발 건물에 대한 인프라 개선 지원, 재건
축 건물의 임차료 인하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멀티미디어 걸치가 현재와 같이 조성되
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기존
에 발전하여 왔던 섬유, 식료품 등 제조업 공장들을 진흥하는 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 공장들의 이전과 폐쇄가 진행되면서 그 대신 80년대부터 PC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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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잡지사, 그래픽 디자인 회사, 영화필름편집회사 등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산업의 집적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 당
국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Multimedia
Development Group(MDG)은 300여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이벤트와 세미나 개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와 민간기업이 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SFP는 특히 콘텐츠업종의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멀티미디어 걸치를 중심으로 주차, 공공교통 환경의 개선 등
에 노력하고 콘텐츠기업의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멀티미디어 걸치 내에 지정하여 장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
는 환경영향 평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용지를 취득할 수 있
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 5 ) 외 국사례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개의 도시들은 활기찬 문화와
기업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전통적인 미디어와 통신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도시 중심부가 각 도시의 경제 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각 도시들에서 멀티미디어 클러스터의 지역 입지 성향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체로 번화가의 주변에 있는 이전
산업지역과 창고시설에 입주해 있는데, 대개 이들은 중심 상업지
구와 예술 관련 집단과 매우 가까이 인접한 곳으로서 멀티미디어
산업의 생성과 커다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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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뉴욕, 샌프란시스코시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비교

토론토
뉴
욕
샌프란시스코
시 규모(메트로)
450만
2,000만
650만
국내 순위 캐나다 최대 대도시권 미국 최대 대도시권 미국내 5위 대도시권
시내 멀티미디어
62%가 도심에 밀집 미국 최대 대도시권
관련 기업분포

-

도시 클러스터
위치

토론토시 양편에
43% 밀집

실리콘 앨리에
52%가 밀집

멀티미디어 걸치에
49%가 밀집

수요처 입지

도시 위주

도시 위주

지역 위주

주요 입지 강점

기업본사 위치,
문화산업 발달

광고, 미디어, 금융서
실리콘 밸리와 인접,
비스분야에서 미국의
정보공유의 문화
중심지

협력의 특징

동업종간 경쟁,
이업종간 협력

높은 업종내 경쟁,
프리랜서, 전문가 고
용 빈번

정부의 역할

동업종간 협력,
파트너십의 역할
강조

조세감면, 인프라 조 일부 영역에서의 제
연방 및 주정부의
성 등 지자체 및 주 한적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 적극적인 지원
지원

각 도시의 멀티미디어산업은 연관 산업과 사업상 연계를 통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연관 산업은 미디어, 통신,
예술, 디자인, 컴퓨터 관련업 등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
시의 주요 연관 산업은 광고산업이 대표적인 데 반해, 샌프란시스
코는 실리콘 밸리의 전문기술 기업과의 관계가 시 산업발달에 커
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도시 멀티미디어산업의 사업관행 특징은 인력 고용의 탄력
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 기초한 단기
고용계약에 의한 전문기술분야 혹은 일부 스탭에서 프리랜서의 활
용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140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각 도시의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정책과
협의체의 역할로 분석되었다. 각 도시의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형
성은 공공정책이나 협의체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
의 결과로 빚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클러스
터 초기 형성과정에 정부 정책의 역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
으나, 차후에 추진되는 공공정책은 클러스터의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서울의 사례
서울의 문화산업 중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영
상·게임 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기존 제작물과 더불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산업화가 촉진되
었고, 이에 대응한 영상·게임 시장의 확대(게임기, 온라인, 비디오
등)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발전
하여 왔다.
현재 서울시 영상·게임산업은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적인 상
황에 처해 있다. 기회적 요인으로는 청소년 및 노령층 등 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넓어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국내 영상·게임 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
으며, 국내 영상·게임 제작업체들의 제작 역량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도전적 요인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일본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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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 등 전체적으로 문화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기업에 의한 영
상·게임 제작물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지속적
인 혁신을 도모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
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상·게임 산업은 제작, 배급(유통), 이용(소비) 등의 과
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영상·게임 산업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사슬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사슬 가운데 부가가치 창출원이라
할 수 있는 제작단계의 발전이 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이에 영상·게임 산업 내 제작단계에서의 지속적인 혁신도모
와 창조적인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제작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서울은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게임 산업의 발전에는 문화·예술적 자산, 인
적자본(창의력, 기술력), 산업기반시설, 소비시장 등이 필수적 요
소인 데, 전통적인 문화산업(인쇄 및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영
상·게임산업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은 국내 다
른 어느 지역보다 이러한 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게임 산업은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
발과 이의 안정적인 산업화 도모를 통해 발전하며, 각 단계마다
문화 예술인, 예술인 협회, 정보통신산업 업체, 문화산업의 제작업
체 배급업체, 관련 업체, 공공 및 민간 지원기관, 대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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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체들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기술개발, 제작 연계, 제도적 연계, 입지
연계 등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 발전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의 제작 특성과 입지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울시 내 영상산업(영화
산업, 애니메이션산업)과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180개의 제작업체
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 1 ) 일 반 적현황
1) 영화산업의 일반적 현황
2000년 현재 영화제작업(일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작업체 수는 총 243개이고 이 가운데 서울시에
입지해 있는 업체 수는 총 238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
체들의 연간 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영화산업은 자체 제작과 외화 수입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988년도 이전까지는 외화수입보다 국내 제작
비율이 더 많았었다. 그러나 1988년도부터 직배영화가 수입되면서
1988년 한해동안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의 외화가 수입되었다. 이
후 직배영화의 증가와 함께 외화수입 편수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였
고 이에 비해 국내 영화 제작은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 제작과 외화 수입을 합한 국내 영화산업 규모
는 1986년 123편에 비해 이후 급성장을 하였으나 IMF이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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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산업 제작 및 수입 현황
단위: 편,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국내 제작

외화 수입

73(59.3)
89(51.4)
87(33.2)
110(29.4)
111(28.7)
121(32.1)
96(23.1)
63(15.4)
65(15.4)
65(13.8)
59(13.4)
43(13.7)
49(14.4)

50
84
175
264
276
256
319
347
358
405
380
271
292

전

체
123
173
262
374
387
377
415
410
423
470
439
314
341

직배 영화
1
15
47
45
57
64
65
53
58
67
71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 결산(안) , 2000.
자주：( ) 안은 제작/전체 비율.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현재 총 341편이 제
작 또는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영화산업 규모의 증가와 달리 외화수입의 증대, 특
히 직배영화의 증가로 전체 영화산업 규모에서 국내 제작이 차지
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으나 1999년도 현재 제작
또는 수입된 총 341편의 영화 가운데 14.4%인 49편이 국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추세가 주목되고 있다21).
21) 1999년 한해동안 한국 영화 45편(49편 제작)과 외화 220편(292편 수입)이 상영되었다. 개
봉작을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영화가 수입되었는데 이러한 외화 수입 비율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59편(7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33편(15%), 중국 16편(7.3%)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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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니메이션산업의 일반적 현황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역사가 그리 짧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국내 창작물 제작은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
제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기획’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하청 위주의 제작시스템 때문에 하
청제작의 경우에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단계는 생략되고
실제 제작 단계인 메인 프로덕션(main-production)단계만 정착되었
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OEM 시장의 약 50%를 제
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 가격경쟁력에서 뒤
처지게 됨에 따라 서비스 고급화와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공동
제작의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은 극장용보다는 TV용이 더 많이 제작되
고 있다. 그 이유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을 미국의 메이
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도 TV용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조달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TV용 애니메이션 방영창구인 방송의 경우 해외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주로 방영하고 있고 국내 창작물의 방
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연간 수출규모가 거의 1억 달
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계속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이 국내 창작물의 수출이 아니
라 OEM 제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현재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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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고용자 수의
측면에서 200명 규모의 자체 제작능력을 보유한 메이저 프로덕
션이 10여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00여 개의
중소 제작업체에 약 2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3) 게임산업의 일반적 현황
1958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비디오게임이 개발되었으나 국내
게임산업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3차
원 컴퓨터 그래픽(CG) 기술을 바탕으로 한 3차원 아케이드 게임
과 새턴, 플레이스테이션 등과 같은 가정용 게임기의 등장으로 일
본이 세계 게임 시장에서 선두에 있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 업체
의 기술력으로는 일본의 3차원 게임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역부족
인 상태이므로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다른 틈새시장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댄스게임기와 경품게임기이다.
한편, 국내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국내에서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유통하려면「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절차를 거
쳐야 한다22). 1999년 12월 31일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게임 제
22) 현재 이 업무는 게임종합지원센터가 대행하고 있다.「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 제작 혹은 배급업자 등록증은 단지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게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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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형별 제작 및 배급업체 현황
단위: 개

제
업소용 게임
PC 게임
온라인 게임
가정용 게임
기타
계

작
56
90
146

배

급
36
30
66

제작/배급
68
68
35
8
38
217

계
160
188
35
8
38
429

자료：게임종합지원센터, 1999년도 국내 게임산업 동향조사 , 2000.
자주：기타는 게임관련 부분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임.

작 및 배급업체의 수는 총 536개이다. 이 가운데 제작업체 수는
258개이고 배급업체 수는 120개이며 제작/배급업체는 158개이다.
게임 유형에 따라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
체 게임산업 가운데 PC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23) . 그 다음이 업소용 게임의 제작 및 배급업체이고
온라인 게임과 가정용 게임의 제작 및 배급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업소용 게임의 경우 제작업체 수가 56개이고 배
급업체 수는 36개이며 제작/배급업체 수는 68개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PC게임의 제작업체수가 90개이고 배급업체는 30
개이며 제작/배급업체는 68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소용
게임과 PC게임 모두 배급업체보다 제작업체가 매우 많고 PC 게

급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게임을 제작하고 수입·배급하는
회사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이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은 시장 규모 면에서 아케이드 게임이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제작업체 수에서는 PC 게임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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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우 제작만 하는 업체들의 수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온라인게임과 가정용 게임은 제작만 하는 업체나 배급만
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제작과 배급을 동시에 하는 업체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기 다르다. 온라인게임
의 경우 서버를 통해 배급이 되는 것이므로 배급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만 가정용 게임의 경우 제작업체가 거의 존
재하지 않고 수입하여 약간 변형을 시켜 배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 2 ) 콘 텐 츠개발 단계
1) 아이디어 구득
영상·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영상·게임 산업은 제품 자체에 취
향이라는 가치기준이 내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오너 비즈니스 산
업이다. 따라서 제작자 또는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작
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제작자 또는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
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서울시 영상·게임산업이 아직까지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창업 초기인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보다 역사가 오래
된 영상산업의 경우 회사 내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148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표 Ⅳ-6>

아이디어 획득경로
단위: %

회사내 기획팀
인터넷이용자체공모

영상물
제작업체
43.3

게임물
제작업체
20.0

계
32.2

0

3.6

1.7

공모전 당선작
동종업계교류

3.3
15.0

5.5
16.4

4.3
15.7

제작·개발자 아이디어

35.0

30.9

33.0

소설, 만화 등 출판물
기존 영상물

1.7
-

18.2
1.8

9.6
0.9

기 타
계

1.7

3.6

2.6

100.0

100.0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개발하는 경우가 제작자 또는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 개발 방법에 따라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산업화 초기일수록 제작자의 아
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회사 내
기획팀이나 동종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경우
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게임산업의 경우 소설이나 만화 등 출판물로
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게임산업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자체 기획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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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 업

서울시 영상·게임 제작업체들의 창업 연도를 살펴보면 90년대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일반 대
중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게임제작업체
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창
업을 한 이후로도 기획단계까지는 이루어지나 그 이후 제작자금
등이 부족하여 한 편의 제작물도 내놓지 못한 채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 창업의 가장 큰 특성은 주로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업계의 동향
을 파악, 새로운 작품, 혹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벤처기업의 속성에 따라 관련 업계의 동향

<표 Ⅳ-7>

창업자의 이전 직장
단위: %

비
동종업체 근무
동종업계 프리랜서
관련업체
현업체와 무관
학 생
기 타
무응답
계

율
51.1
10.7
20.6
9.2
4.6
1.5
2.3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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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창업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비
전 근무처 또는 거래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창업투자회사 또는 컨설팅회사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정부 창업관련기관
기 타
무응답
계

율
51.2
3.1
3.8
6.9
22.1
3.8
2.3
6.8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과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창업자들의 창업 정보 획득 경로에서도 나타나 있듯
이 대부분 전 근무처 또는 거래처를 통하여 창업관련 정보를 얻고
있거나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 이는 영상·게임 산업 내 창업 및 제작 노하우는 부호화
된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인 경우가 많아
서 동종업계 또는 관련업계 내에서만 그 지식이 전달가능하고 학
습가능하기 때문이다.

( 3 ) 기 술개발
창의적인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영상·게임 산업 발전의 또 다른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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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혁신을 도모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
운데, 이러한 기술 도입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의 연계 정도를 알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가는 크게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는 방법(독자개발,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대학 및 지원
기관과 공동연구, 대학 및 지원기관에 위탁 등)과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타 기업으로부터 이전, 타 기업으로부터의
도움, 특허권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도입, 무상 양여, 기술지원서비
스업체 이용, 인터넷 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지와 공동으로 개발(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대학 및 지원기관과
공동연구, 대학 및 지원기관에 위탁, 대학 및 지원기관과 상담 혹
은 자문)하는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영상·게임산업의 경우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방
법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더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방법은 독자개
발이 37.2%이고 공동개발이 22.0%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동개발의 경우 다른 기업과의 공동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게임산업보다 영상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영상산업에 비해 게임산업의 경우
기술 자체가 제작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이
아니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간 공동연구
와 함께 대학 및 지원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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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기술 도입 경로
단위：%

도입 경로
독자개발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타기업으로부터 유료기술이전
타기업으로부터 무료기술도움
특허권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도입
대학 및 지원기관과 공동연구
대학 및 지원기관에 위탁
대학 및 지원기관과 상담
혹은 자문
공공기관의 기술무상 양여
민간기술지원서비스업체이용
인터넷이용
기 타
계

영상물제작기업 게임제작기업

계

38.5
18.5
5.4
6.2
5.4
3.8
0.8

36.1
11.8
6.9
4.9
9.0
6.3
-

37.2
15.0
6.2
5.5
7.3
5.1
0.4

3.1

-

1.5

4.6
10.0
3.8
100.0

2.8
18.8
3.5
100.0

3.6
14.6
3.6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다른 기
업과의 공동연구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게임기술의 특
성상 기본 기술은 거의 유사하고 어떻게 그 기술을 응용하느냐에
따라 제작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산업화

1) 제작 연계

실제 제작 단계에서 업체간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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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서 제작업체들의 외주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영
상·게임산업 내 제작업체들은 제작단계에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
할 경우에만 필요한 시나리오, 녹음, 현상, 편집 등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분야는 상시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를 주고 있다.
영상제작업체들의 외주작업은 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나 특
수한 시설과 기술이 요구되는 녹음, 현상, 자막 믹싱 등의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게임제작업체들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
발 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고 있어서 기획이나 시나리오 등
의 분야는 대체로 기업 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주 작업의 경우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실력이 우수
한가이다. 그런데 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업계의 평판이며 이는 국내 영상·게임산업의 제작 단
계 자체의 분화가 덜 되어있고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지 않아서 관
련업체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Ⅳ-1>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무응답
14.5%
개인적친분
15.3%
실력우수
57.3%
단가저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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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이는 영상·게임 산업 내 초기 진입자의 경우
이러한 업체들간의 연계를 도모하지 못할 경우 제작단계에서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
내 제작업체들의 경우 관련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어야만
좋은 제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창구화
문화산업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창구화 효과(windowing, window
effect)이다. 창구화란 원래 초기 제작 당시 사용했던 매체에서 다
른 매체로 복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화라는 원래 매체에서 비디오라는 다른 매체로의 복제를
들 수 있으며,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창구전환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게임제작업체에게 있어서 제작을 통한 성공이란
일차적인 상영이나 배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으
로 다양한 창구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들어 영상·
게임물 제작비 자체가 급등함에 따라 1차 창구를 통한 수익으로는
제작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 영상·게임 제작업체들
의 창구화 현황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캐릭터, 음반,
완구 등으로 이어지는 2차 창구의 활용은 대개 홍보용으로 이용될
뿐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창구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후속창구의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창구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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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화 애로사항
단위：%

애로사항
협소한 후속창구의 시장규모
자금부족
아이디어 및 기획력 부재
제작노하우 부족
창구화 업체간 연계부족
기술부족
계

영상물제작기업 게임제작기업
32.2
26.7
14.4
5.6
18.9
2.0
100.0

28.4
27.4
8.4
8.4
21.1
6.3
100.0

계
30.3
27.0
11.4
7.0
20.0
4.3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간 연계 부족과 아이디어 및 기획력 부재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후자의 문제점들이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 영상·게임산업 내 창구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문제가 전자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구화 업체간 연계가 부족하고 관련 아이디어
및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후속 창구 자체의 시장규모를 늘리
지 못하게 하고 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높인다.
다시 말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초기 작품 제작 시
부터 계획적으로 창구화를 도모하고 관련 업체간 연계를 통해 안
정적인 창구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전자의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서울시 영상·게임산
업의 경우 창구화 단계의 경우 연계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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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조직과의 연계
오늘날 문화산업은 문화와 여러 산업분야 간의 접목을 통해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여러 혁신
주체들과의 연계활동 역시 중요한 성공요건으로 작용한다.
이하에서는 서울시 영상·게임산업 내 산업간 연계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지원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하여 관련협회 가입여부와 이용목적을 살펴보았고 지
원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서울시 영상·게임 산업 내 제작업체들은 평균 2~3
개 정도의 협회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개 이러
한 협회는 관련 업체간의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제작업체들이 이러한 협회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영상·게임 산업의 시장과 관련

<표 Ⅳ-11>

협회 이용 목적
단위：%

비
친목도모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정보공유
인력 및 기술지원
해외 판로 공동개척
공공투자 또는 공동제작
기 타
계

율
23.8
13.0
35.1
7.6
8.6
9.7
22.0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 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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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함에 따라 업체 개별적으로 이에 관한 정
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회가 제공하는
신기술, 해외 시장의 동향 등을 신속히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2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목 도모인
데, 외형적으로 보기에 협회를 친목 도모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친목 도모라는 형태로
전술한 바 기획, 제작 등의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창업, 인력,
기술 등의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비공식적인 연계를 이루
고 있는 것이다.

( 5 ) 입 지특성
1) 영상산업의 입지 특성
충무로가 한국 영화 제작의 메카였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중구에 입지해 있었으나 이후 많은 업체들이 금융, 교통
등 관련산업이 더욱 유리한 강남으로 이전을 하여 현재에는 강남
에 더 많은 업체들이 입지 해 있다. 2000년 현재 영화제작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는 총 243개이고 이 중 서울시에 입지 해
있는 업체 수는 총 238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8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구(49개), 서초구(31개), 종로구(24개)의 순
이었다. 이처럼 영화제작업체들이 강남구에 많이 입지해 있는 이유
는 무엇보다 후반작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강남에 많이 입지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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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 추세를 잘 반영해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총 85개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들 가운데 총 84개 업체가
서울시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
면 강남구에 전체의 30.9%(26개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입지해
있고 그 다음으로 관악구(29.8%), 서초구(22.6%)의 순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관악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 서울
시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입
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애니메이션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강남
구와 서초구 지역에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

서울시 영상산업의 구별 입지 분포

영화산업/애니메이션산업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

구로구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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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악구에도 많은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메인 프로덕션(main
production) 또는 그 중 일부를 제작하는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한다. 따라서 임대료가 싼 지역에 입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
에서 구로구(5.9%)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2) 게임산업의 입지 특성
1999년 12월 현재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게임제작 및 배급업자 등
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총 694개이고 이 중 제작업체가 416개, 배급업체가 278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321개(77%)의 제작업체와 230개(83%)의 배급
업체인 총 551개(79%) 업체가 서울에 입지해 있다.
이처럼 서울에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 제작 시 중요한 정보와 인력이 풍부하고 게임 관련 유통상가
들이 밀집해 있으며 소비능력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게임산업업체들(제작업체와 배급업체 포함)의 구별 분
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구(20.9%)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입
지해 있고, 그 다음으로 강남구(15.4%), 용산구(12.3%), 영등포구
(10.8%), 서초구(10.2%)의 순이었다. 즉, 서울시 게임산업에 종사
하는 업체들은 기존 게임 유통상가가 있는 중구(대림상가), 용산
구(용산전자상가), 영등포구(영등포상가)에 입지해 있는 업체들과
강남구, 서초구에 입지해 있는 업체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입지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게임의 종류에 따라 입지 이
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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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서울시 게임산업의 구별 입지 분포

온라인/pc/업소용게임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중구

광진구

용산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구별 분포는 게임의 종류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업소용 게임의 경우 유통상가를 통해 제작
과 배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상가가 있는 중구(30.1%), 영등
포구(13.2%)에 입지해 있고 PC 게임의 경우 강남구(26.6%)에 가
장 많이 입지해 있고 다음으로 서초구(12.7%), 광진구(11.6%)의
순이었다. 온라인 게임은 34.4%가 광진구에 입지해 있고 서초구
(25.0%), 강남구(15.6%)의 순이었다.

3) 서울시 영상·산업의 입지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영상·게임산업 내 제작업체들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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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구 등의 일부 지역에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 지역이 어떠한 입지적 흡입력을 지녔는가를 살펴보았다. 조
사 대상 업체들은 현 위치에 입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편리(28.5%)를 꼽았다. 그 이유는 물리적 편리성뿐 아니라 이들
산업이 단일 작업이 아니라 복잡한 제작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
은 인력들과 관련업체들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종업체와의 근접(28.0%) 또한 중요한 입지요인이라 할 수 있
다. 동종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의 업무 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집적경제의 이익을 찾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영상 벤처빌딩을 조성하는 등의 관련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는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12>

입지 요인
단위：%

지가/임대료 저렴
교통편리
사무공간확보 용이
동종업체 근접
전문인력확보 용이
외주업체근접
쾌적한 주변환경
정보획득 용이
정책적 지원
인프라시설 양호
소비시장 인접
계

영상물제작기업 게임제작기업
11.5
15.9
33.6
23.8
15.0
8.7
25.7
30.2
3.5
3.2
3.5
4.0
4.4
4.0
1.8
6.4
1.6
1.6
0.9
0.8
100.0
100.0

자료：신창호 외, 서울시 문화산업 육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계
13.8
28.5
11.7
28.0
3.4
3.8
4.2
4.2
0.8
0.8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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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낮은 지가 또는 임대료(13.8%), 사무공간 확보
(11.7%), 관련 정보의 획득이 용이(4.2%)해서라는 이유가 차례로
그 비율을 점했다. 이는 문화관련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
니라, 도시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사무관련 기업 혹은 한
국의 벤처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입지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비중(3.8%)을 차지한 외주업체와의 근접성, 업계 동향
등의 정보획득 용이 역시 동종 업체가 근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모두 만족될 수 있는 조건이다. 외주업체 역시 동종업체이며 정보
획득 역시 동종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더 쉽기 때문이다.
쾌적한 주변환경의 경우, 서울 도심지역에 관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업무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
서 대부분의 입지특성은 도심지역이라면 일정 수준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입지 특성에서 살펴볼 마지막 요인은 소비시장과의 근접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은 서울이며, 서울시에 입지하여 있다는 사
실은 이러한 요건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상·게임업
체가 제작하는 제품의 특성상 점차 전통적인 판매방식보다는 전자
상거래 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시장과의 근접을 꼽은 업
체는 사실상 적은 것(0.8%)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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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방향
( 1 ) 전 체 적방향 - 경쟁력과지 역 개 발 의조화
1) 선택과 집중
도시들마다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자원의 희소성으로 소수의 지방 또는 산업에 자원을 투입하
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을 나누어 보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가, 지방정부의 입
장에서는 어느 산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결국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특정의 산업 또는 특정의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초기에는 경쟁우위가 있는 지역 또는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기본
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분석이외에도 문화적인 요인도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 문화

164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적으로 가장 번성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개발
지역경제를 국가전체의 경쟁력의 논리 속에서 파악한다면, 각
지역은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하나의 지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지역경제는 전국적인 국가경제정
책 또는 국토정책에 따라 개별 지방이나 지역의 운명이 결정되
어진다.
그러나 각 지역은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독자적인 작동원리와 구조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 경제로서 각 주민의 아이디어와 땀에 의해
지역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의 겉모습은 지방분권체제이지만, 속내용은 중앙집권의 잔재가 많
이 남아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산업자체가 지방의 문화를 바탕으
로 발전하는 산업이므로 지방분권 또는 자치성을 띤 형태로 발전
하여야 하는 산업임에 틀림없다.
3) 지역적 특성과 전략적 제휴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에 따라 지역마다 전문화 또는 지역집적의
필요성이 강화된다.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한 전문화 또는 지역집적이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특성이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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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간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끼리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간에도 협력
과 제휴가 가속된다. 이러한 활동주체들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기반시설 활용의 측면에서도 협력과 제휴가 일어
난다. 경제주체간에는 지역의 비교우위, 부존자원, 문화등을 검토
하는 단계에서 계획수립, 집행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는 각각의 자치단
계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적절한 역
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하고 연계하면서 전체로서의 기능을 충
실히 하는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책임과 권한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민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것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권한과 책임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의 경우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나, 지원 받는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주되, 책임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도 책임 지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수행된다면,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지원
한 후 계속적인 검증과 지원의 피곤한 관리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조적으로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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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과 기능을 보완한 정책
또한 지원정책 등에 있어 업종을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화산
업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품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내에 같은 문화산업업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질성이
약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문화산업과 고소득
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문화산업들은 업종이 같다고 하여 같은 기
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기능은 비슷한 데도 업종이 다르
다고 해서 지원체계가 달라질 경우 지원정책이 오히려 해당업종
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같은 업종만을 고집할 경우 집
적지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업종과 아울러 기능에 관련된
지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사람 위주의 정책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위주의 문화산업정책인가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균형정책인가 하는 문제는 문화산업의 핵심
인력이 서울에 있을 것인가 지방으로 이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인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핵심인
력을 유치하고, 인력을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도시전반에 정
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일과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도 이것
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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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도 시 별방향
1) 서 울
서울은 이미 국내의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서울의
문화산업은 로컬적 관점에서는 국내의 중심지로서, 글로벌한 관점
에서는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서울에 대한 지원은 이미 서울시민만을 위한 문화산업이 아니
라 지역인과 세계인이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
은 문화인프라가 서울의 문화인프라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인프라
로, 링키지 역시 세계의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의 문화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서울 시정부는 생산성이 낮은 문화산업을 서울에서
계속해서 생산하지 않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서울이 아
니라도 생산 가능한 문화산업이 있다면, 점차 서울인접도시나, 지
방으로 이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의 생
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서울의 문화인프라를 확
대할 뿐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의 링키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문화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시정부와
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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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인접도시
서울인접도시의 입장에서는 서울과의 관련성을 높여 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서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인접도시들은 그 도시의 특성보다도 서울과의 관련성
속에서 거리가 가깝거나, 서울의 분교가 있거나, 서울의 대기업 본
사가 이전하였거나, 서울시민의 관광객이 많거나 하는 부분이 많
이 있다.
따라서 서울인접 도시들은 인접해 있는 지역, 또는 서울과 비슷
한 거리에 있는 지역간의 경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 자체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인접도시 또는 서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수도권 지역내 도시간의 서
로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는 서로간의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3) 기타 지방도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고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니다. 부
산과 같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나름대로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도 있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나름대로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도시
도 있다. 또 문화산업은 비록 미약하나, 관련산업이 충분히 발달하
고 있는 도시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에는 문화산업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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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
재를 끌어오는 것은 단지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적인 이점
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문화
산업을 통한 도시개발전략을 펼치는 도시들도 장기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초기에는 인력을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도시별 전략
위와 같은 전략방향 속에 도시별로 다른 전략을 가지게 된다.
서울은 서울대로의 전략을 가지나 그것이 수도권의 도시에 깊은
연계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링키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
다. 또한 지정도시는 지정도시대로 클러스터 형성 정책 또는 전략
을 가지나 그것은 또한 인접도시에 강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이러
한 도시간의 전략구도는 <그림 Ⅴ-1>과 같다. 서울에 영향을 미치
는 전략이 다시 수도권의 도시로 연계되는데, 이것에는 링키지 전
략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도시를 위한 제반
클러스터 형성 정책과 이들 주변도시에 대한 링키지 전략이 어우
러져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별 문화산업 전략을 형성하게 된다.

( 1 ) 서 울문 화 산 업 을위한 전략
오랜 역사를 통해 볼 때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산업은 공간적
으로 특화된 형태로 집적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활동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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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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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예술가, 전문가들이 밀도 높게
연계되어 있고 상호 학습하여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활동과 문화산업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발
전하며, 또 이러한 산업이 도시의 창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도시가 문화적 창조적 도시
로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상호 자유롭게 작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어느 특정한 조건
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창조적 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은
문화적인 다양성, 독창적인 사람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분위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시의
생산, 문화, 기술, 예술로 연결하는 사람의 존재 도시의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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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내
부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활동의 시너지효과에 있어서 다양성
이나 다면성이 불가피하다.
역사적으로 학문, 음악, 미술, 기타 각종 예술활동이 활성화되었
던 곳을 보면 그들이 하나의 집적된 공간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종의 문화적·산업적 활동이 집적된 도시는
문화와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능해 왔다. 특히 문화와 산업활동이 집적된 도시는 예술, 사고,
양식, 태도의 형태로 대중문화를 낳았고 경제적 혁신과 성장을 이
끌어 내는 능력을 보여왔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다. 문화적 성취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파리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밀라노와 같은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특정 공간적 영역에, 관련
문화활동들이 집적할 때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권오혁외, 2000, pp. 32~33).
문화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서울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활동들이 지속되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
일차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서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
적인 행사(아이디어 공모 등)에 의한 아이디어 창출뿐 아니라 비
공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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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다양
한 기술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화될 수 없으므로 기술적 문
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하나의 문화콘텐츠에
다양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여러
유형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융합
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기업화 및 산업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화의
장르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 기획력을 갖춘 경영
과 마케팅 능력, 건전한 유통구조, 활발한 시장을 촉진하여야 한
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
된 문화적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사업체의 창
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기술/산업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개
인의 작은 아이디어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상품화 또는 산업화되
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손쉽게 이러한 콘텐츠들이 교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독창적인 문화적 콘텐츠가 아무리 많이 생산
된다고 해도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상품으로서 제작
되지 못한다면 문화산업은 발전할 수 없으며, 문화산업이 발전하
지 못하면 역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의 생산과 교류가 미진하
게 된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거나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획
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문화/기술/산업 간 오래된 반목과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술가, 엔지니어, 기업가가 추구하는
가치 차이(예술적 안목, 기술적 우위, 산업적 가치)에 대한 마찰이
활발한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상·게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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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문화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산업적 측면의 연계를 통해 문
화산업 내 지속적인 혁신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혁신 환경
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 측면간 상호작용방안을 모색하며 개별산
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정도시의
클러스터형성을 위한 정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책이 필요한데, 다이아몬
드의 구성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① 전문인력의 축적과 공급
생산 요소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문화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인력확보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기
술 인력과 더불어 문화콘텐츠를 상품화,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기
획 인력의 부족이 현실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단지 형성 초기
단계에는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지가 활
성화되면서 단계적으로 기획 및 고숙련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지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것
이 불가피할 것이며 유치인력의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등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174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한다.
단지의 여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인력활용,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자체적인 인력 양성과 외부 유치 등 단계적인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기관 확보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가령, 엔터테인먼트 아
카데미)
·인재유치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복합적인 능력(기술, 창의성, 협동 작업 등)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처리 및 언어 능력 제고 프로그램
·공식·비공식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② 자금제공 능력 확충
산업초기단계에서 투자자금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문화
산업의 경우 자본의 회수기간이 제조업에 비해 길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부
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각 단지의 추진 주체인 지자체가 일부 선
투자(seed money)하여 지방투자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문화관
광부의 문화산업투자조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개별 기업이나 창작자에 기초하기
보다는 사업별, 프로젝트 단위당 지원하는 형태가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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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외국과의 협력/제휴를 통한 외국자
산의 유입확대(가령,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또는 교육훈
련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및 관리)
③ 기술개발
경제발전의 동인으로서 기술 혁신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에 있
어서도 부단한 기술 혁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문화산업에 필요한 기술(Cultural Technology)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주체는 역시 현장의 업계
와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이 될 것이고 지자체는 이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 및 정책적인 지원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특화분야에 맞는 외국과의 활발
한 기술교류를 정례, 활성화하는 것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역 소재 대학과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협력
·신기술 개발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제도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외국과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
2)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들이 유치되어 시장 활동이 영위되기 위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시장
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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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규모에 맞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역 시장의 작은 규
모에서부터 세계시장에 이르기까지 단지의 성숙도에 따라 확대된
시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의 특성상 세계 시장,
즉 문화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다니는 현 상황에서 단지가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더 이상 제약이 될 수
없으며 단지 형성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문화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개발, 확대
시킨다는 측면에서 축제 등의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엔터테인먼
트 파크, 테마 파크 등의 소비자 이용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며 문화상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
비 측면에서 단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내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작업물량 확보(가령, 관공서나
지역 민간기업들로부터 개발업무에 대한 수요 확보)
·서울 등 대도시로부터 작품개발의 창의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구매자 확보
·문화산업 또는 문화콘텐츠 비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며, 각 가정에서의 정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책 강구
·축제 등의 관련 행사
·엔터테인먼트 파크, 테마 파크 등의 소비자 이용 시설
·관광자원과 연계한 외부 소비자 유입 유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외국의 현지 사무소 설치 및 외국 기업
의 유치 등을 위한 자금 및 제도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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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관 및 지원산업
경쟁우위는 단순히 어떤 산업들이 클러스터에 속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관 기업들이 상호 공존하면
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에 의해 보다 확고히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클러스터 내외의 경
제주체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네트워크를 조성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내 관련 업계들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소규모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로부터 인력 풀을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단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단지 조성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은 단지의 제반 여건
을 고려하여 인큐베이팅 수준과 인베스팅 수준으로 나누어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단지의 배후시장이나 특화분야의 산업화가 상당
수준 진척된 경우에는 신규 기업의 창업보다는 기존의 우수기업
을 유치하고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단
지가 성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 역내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 형태의 위원회, 협회
등의 설치
·정보 및 데이터 센터 설립
·인큐베이팅, 공동제작 등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제공
·클러스터 참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 교환에 필요한
각종 포럼이나 협회 조직, 이벤트 개최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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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기업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된 규범(rule)에 맞추어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 시장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시장
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최근에
야 이루어진 국내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 인력이나 상품의 계약
이나 유통 등의 시장 상황이 공정하고 건전하지 못한 측면이 많
이 있으며 이런 시장 활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 자금의 유입
이나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문화산업
각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을 비롯한 인력, 유통 측면의 시장 질서
를 확보하도록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 측정에 의
한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지원
·인력 시장의 건전화
·유통 전산화 등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
·클러스터 주체들의 무역거래, 해외투자 유치 등 대외거래 향
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 3 ) 링 키 지정책 및 전략
앞 장들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서울에 극도로 집
중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 도시들의 일부지역에서는 문화산업 관
련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을 뿐, 문화산업 자체는 크게 발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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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문화산업적 성과가 수도권 도
시로 파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앞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
정과 관련하여 거점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도시들
이 제대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에 인근지역으로 파급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이들 선정지역이 문
화관련산업에서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마다 문화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하여 인접지역으로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수도권(부천), 강원도(춘천), 청주(충북권), 대전(대전 충남),
경주(경북), 광주(전남), 전주(전북)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결국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인접지역으로 문
화산업을 링크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경쟁력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서울의 문화산업적 혜택을 어떻게 수도
권 도시로 파급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최
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도시들의 발전만을 위함으로써, 인
접 지역과의 중복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각 도시의 문화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파급경로
문화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이동경로가 중요하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파급경로에서 지하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문화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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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이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
시 분당선과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신창호, 2001).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
심으로 문화관련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이동거
리를 따라 문화산업이 파급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지방에서의 파급경로는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정부에 의해 이루
어졌듯이 파급자체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급경로가 대학이나, 기업내 대기업이나, 지역내 상업 지
원기관이 존재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련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 이들 기관들
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며, 일반적인
문화콘텐츠의 경우에는 패션중심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
는 문제, 디지털 콘텐츠는 통신, 인프라의 발달 정도 등에 의존하
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2) 파급전략
① 관련산업의 파급경로 활용
현재 서울의 IT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는 네 가지 정도의 확산경로가 존재한다. 첫째는 강남지역
으로부터 성남시를 향해 가는 경로, 둘째는 과천시, 안양시, 의왕
시, 수원시를 지나 부분적으로 오산에 이르는 확산경로, 셋째는 둘
째 경로에서 분기되어 안산시로 이어지는 경로, 마지막으로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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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명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어지는 경로가 그것
이다(신창호, 2001). 이러한 경로를 문화산업의 발전경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파급경로의 예의주시
이와 함께 이러한 경로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
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클러스터정
책의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산경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 수도권 IT경로의 경우
첫째 경로는 서울 강남 서초구의 임대료 상승, 교통 혼잡 등을 피
하면서, 거래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경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수원에 삼성전자가 위치하
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경로는 기존 산업의 분포
와 경인고속도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렴한 임
대료, 접근성, 그리고 기존산업의 강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제반요
인들은 도시간의 관계가 서울에서 밀어내는 요인과 수도권지역의
당기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IT산업의 경로는
문화산업의 앞으로의 발전경로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수도권의 문화산업의 링키지전략에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③ 상업화 지원기관의 역할 제고
링키지 전략은 정부가 지정하는 첨단도시의 발전을 관련도시로
여하히 파급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벤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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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정, 연계기관의 선정 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
반적인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파급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중앙정부의 선정시 연계유도
중앙정부의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정책시그널을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정부간에는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이다. 중앙정부
의 정책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할 경우, 지자체간의 경쟁적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심사부터 지역간 경쟁과
협력과 경쟁요인을 크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해당도시의 문화산업과 도시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를 그 도시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
에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
이 있다면, 보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대상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관련산업에 경쟁우위
가 있는가?
- 거점도시에 중요한 도로나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가?
- 대기업의 공장 또는 공단이 있는 지역의 산업적 진화 가능성
이 있는가?
⑤ 문화인프라의 공유
문화산업화되어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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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공유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
인 효과가 높지 않으나, 상품화되기 전의 문화인프라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을 달리하는
동호인들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인프라를 공유하는 정책
방안등이 있을 수 있다.

(4) 맺는 말
일반적인 클러스터 모형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속에서 특정한 도시를 선정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은 지역개발차원에서는 적절할 수 있으나 경쟁력
차원에서는 일견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경쟁력을 위한 클러스
터 분석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편이
경쟁력을 높이기에 유리하다는 논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발달 지역의 문화산업의 육성은 단지 지역개발의 형
평성 주장 또는 정치적 차원의 보상 등을 통한 논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도시들마다 산업적 자원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도
시마다의 필요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및 지역
적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문화산업은 도시적이기 때문에 문화자원
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쉽게 상업화할 수 있는 서울에 더
욱 집중될 것이고, 이는 민간만으로도 충분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서울의 전략은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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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화인프라 부문에서 투입을 통해 인접도시 또는 전국적 수
준으로 효과를 파급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전략은 서울인접도시로 이전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전하고 서울인접도시로의 링키지 또는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울인접도시들은 문화산업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
족하다. 제조업이 서울인접도시에 밀집되어 있고, 소수 지역에서
만 문화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 도시를 중심으
로 한 문화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에는 정부의 클러
스터 형성정책과 함께 링키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도시는 서울과도 관련성이 높지 않고, 지역의 혁신환경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
화산업을 통한 도시개발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인력
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점은 이미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을 앞두고 있거나 상관없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클러스터
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문화산업의 전망, 각 도
시의 강약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아울러 도시전략을 갖추어 나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면 도시의 발전을 통해 문화산업이 꽃피게 될 것이다. 즉, 몇 개의
일반 콘텐츠 산업을 가진 문화도시, 관광과 연계한 이벤트 도시,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문화도시,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제조업
도시 등의 형태로 도시와 문화산업이 어우러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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